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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명품 시장으로 점철되어 있던 중국 패션 시장은 최근 글로벌 SPA브

랜드를 중심으로 한 중저가 패션 브랜드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러한 중국 패션 시장의 변화는 중산층의 규모와 질이 발전하고 있는 것

에 기인한다. 중국 중산층은 정부의 반부패 운동으로 기인한 중국 내 명

품 소비 지양의 흐름에 더하여, IT등의 다양한 업종의 발전으로 대도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2030 소비자

들의 온라인 쇼핑에 대한 적극성은 해외의 중저가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에 호재로 작용한다. 중국 시장에서 변화에 따라, 최근 “스타일난다”

를 위시한 한국의 온라인 보세 브랜드들의 성공 사례가 눈에 띈다. 한국 

패션 업계에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명품 브랜드가 부재하지만, 지리적으

로 중국에 가까운 위치를 점유하여 배송 및 고객 서비스가 용이하기 때

문에 온라인 직구를 이용하는 중국 중산층의 급부상은 큰 기회로 여겨진

다.  

이러한 중저가 브랜드의 부상은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 글로벌 

SPA브랜드들의 시장 진출로 이미 시작되었다. “No-brand”전략을 구사하는 

한국의 보세브랜드와는 달리, 브랜드를 내세우는 글로벌 SPA브랜드는 백

화점을 중심으로 유통되던 한국 내수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품질에 합리

적인 가격을 제안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이후, 저성장 기조가 

고착한 한국 시장에서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 패션 기업들에게 성장을 위한 필수적 진출 대상국인 

중국과 한국 소비자들의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 대한 소비성향을 분석하

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주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과 한국 소비자들이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개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

며, 이러한 개성이 브랜드 충성도, 몰입, 그리고 인지된 질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 그 효과를 연구하고자 했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밀착되어 소비되며 타인에게 자아와 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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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수 있는 소비재인 패션 분야에서 브랜드에 인간의 성격을 부여하

여 설명하고자 한 브랜드 개성은 매우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Aaker (1997)

가 5개 차원으로 구성된 브랜드 개성 측정 척도를 개발한 이래로, 다수

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 브랜드 개성 차원을 탐색적으로 발견

해 온 바 있다. 의류학에서도 브랜드 개성의 차원을 탐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명품 혹은 고가 브랜드에 집중되어 있

으며, 중국과 한국 등 다수의 문화를 비교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 소비자가 유럽과 한국을 원산지로 하

는 다수의 중저가 브랜드 개성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 탐색적으로 살펴보

았다. 특히, 본 연구는 브랜드 개성의 효과로 충성도를 태도적 측면과 행

동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이 

신흥국임으로 고려하여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을 조절효과변수로 

도입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먼저 중국 소비자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 소비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어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 대한 브랜

드 개성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브랜드 개성 척도와 다차원 구조에 

대한 선행 연구를 요약해 보았다. 또한, 브랜드 개성의 효과로 예상되는 

브랜드 몰입, 인지된 질,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브랜

드 개성의 다차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입 브랜드와 관

련된 소비성향으로 문화 가치, 자국민중심주의 그리고 지위소비성향에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정량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연구

모델에 사용된 변수를 측정하는 척도를 차용하였다. 설문은 전문적인 온

라인 설문 업체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중저가 

패션 브랜드 소비자 행동을 비교하고자 최근 1년 내 유럽과 한국의 중저

가 패션 브랜드를 모두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성별(여성), 거주지역(서울, 북경, 상해), 및 연령 (21-39세) 등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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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였다. 여기서 유럽 원산지 브랜드는 글로벌 SPA (자라, H&M, ONLY)

를 제안하였고, 한국의 브랜드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일

난다 등 8개의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 각 250여명의 

설문 참여자의 응답을 수렴하여 모아진 데이터의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20.0과 AMOS 20.0을 사용하였다.  

브랜드 개성 차원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 가정 하, 최대우도법

(Maximum likihood)방식에 오블리민 회전을 적용한 요인분석을 활용해 브

랜드 개성 차원을 탐색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각국은 상이한 브랜드 개

성 차원을 보이고 있었는데, 한국은 ‘전문성, 유행성, 성실성, 강인함’이, 

중국은 ‘전문성, 유행성, 성실성’등이 탐색되었고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

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구조에 대한 브랜드 원산

지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 대하

여 낮은 브랜드 개성을 인지하는 데 반하여, 중국 소비자들은 유럽 뿐 

아니라, 한국 원산지 브랜드에 대하여도 보다 강력한 브랜드 개성을 인

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국에 탐색된 브랜드 개성의 차원들의 효과를 알아본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브랜드 개성의 요인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전문성과 유행성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한국소비자들은 전문성이 브랜드 몰입을 높이고, 성실성과 전문성은 

인지된 질을 고양하고, 유행성은 태도적 충성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전문성은 태도 및 행동 충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서 고가의 이미지를 풍

겨 충성도에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문성에 의

하여 고양되는 인지된 질과 몰입은 태도 및 행동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쳐서 간접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성실성은 어떠한 효과도 유의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유행성

만이 인지된 질과, 몰입 그리고 태도적 충성도에 직접적이고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브랜드 개성은 행동적 충성도에는 



 

iv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카이제곱 차이 검정에 따라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자국민중심주의에 따라 브랜드 개성

이 태도적 충성도와 브랜드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 반면, 지위소

비성향에 따라서는 브랜드 개성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

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과 한국 소비자가 인식하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의 차원은 전문성, 유행성, 성실성 등 유사하지만, 각각의 개성 차원

의 효과는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

향에 따라 브랜드 개성을 결정하는 변수가 상이하고 그 효과가 유의하게 

상이하였다. 본 연구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 대한 한중 소비자의 소비

행동 및 브랜드 인식 형성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비교하여 브랜드 개성 

및 중국 패션 시장에 대한 연구의 흐름에 기여한다. 특히, 중국 진출을 

꿈꾸지만 한국 소비자에게 익숙한 한국 패션 실무자 들에게 한국 소비자

와 중국 소비자와의 차이점을 제안하여 차별적 접근을 어떻게 해야할지 

제언하여 시사점을 가진다.  

 

주요어: 브랜드 개성, 중국 소비자, 중저가 브랜드, 몰입, 인지된 질, 태

도적 충성도, 행동적 충성도, 브랜드 원산지, 자국민중심주의, 지위소비성

향 

학번: 2004-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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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전세계 인구의 절반인 14억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내수시장의 나라, 

중국. 폐쇄적 공산주의로 막혀있던 중국 시장의 문이 2001년 

WTO가입으로 드디어 열렸다. 그 이후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의 자국 내 국제 행사를 개최하며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중국 시장은 근본적으로 인구가 많아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졸 대기업 초임의 

평균 월 소득이 한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역별로 소득과 

취향의 격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이승희, 2011), 보유한 가치가 큰 

만큼 관련된 위험도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글로벌 패션 업계는 

중국의 내수 시장 중 가장 작지만, 전 세계 명품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최상위 1%의 소득계층을 겨냥해왔다 

(Mckinsey & Compnay, 2011).  

그러나 최근 중국 패션 시장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 

패션 시장의 성장의 축이 명품에서 중저가 브랜드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패럴 뉴스, 2016). 이러한 현상을 꼬집으며 미국의 

포보스지는 최근 ‘중국 악마는 이제 자라(ZARA)를 입는다’ 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에서의 서구 명품 시장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으며 그 

빈 자리는 글로벌 SPA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중저가 브랜드와 

알리바마(Alibama)를 통한 보세 브랜드(unbranded fashion)가 채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Forbes, 2015). 또한, 패션비즈(2016)는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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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국 패션 시장 

규모는 오는 2019년에 300백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어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최대의 시장규모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견인은 명품 위주의 중국 부유층의 성장이 아닌 중저가 

패션브랜드를 필두로 한 고가 브랜드와 중산층의 지출 확대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중산층의 급속한 성장은 크게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서 기인한다. 첫번째 정치적인 이유는 정부의 반부패 운동이다.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한 최상위 계층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시작하면서 무분별한 명품 소비를 겨냥하였다. 

이에, 중국 내 명품 소요가 줄어들어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데일리, 

2016). 다른 한편으로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 주년 기념의 마지막 

목표로 ‘의식주 걱정 없는 중산층’을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다수의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이미 국가별 중산층 예상 소비 규모 

1위국이 중국으로 예상하며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큰 손으로 중국의 

중산층을 주시하고 있다(뉴스토마토, 2016).  

또한 경제적으로 IT업계 등 중국 내수 시장 내 주요 업종이 

재편되면서 중산층이 확대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근로 소득을 포함한 

가처분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의 중산층이 새로운 소비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최근의 중국 시장을 분석한 각종 보고서들은 

급속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 중산층에 관심을 보이며, 

중국 중산층에 집중하지 않는 글로벌 기업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Blommberg, 2016; Business Insider, 2016).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국 중산층의 글로벌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드높이는 요소는 바로 

온라인의 발전이다. 특히, 2030 소비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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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도가 매우 높아 중국의 온라인 소매의 성장이 매우 급속 하여 3년 

이내 2배 이상의 성장을 예측하기도 한다 (SCMP, 2016). 특히, 해외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수용도 또한 높아, 소비자가 별도의 수입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직접 구매 

시장의 성장이 돋보인다 (이트레이드, 2015).  

이러한 중국 중산층 소비력의 향상과 성장으로 빠르게 중국 패션 

소비 성향은 명품에서 중저가 브랜드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는 실제 중국에 진출한 한국 패션 기업의 사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초기에는 백화점 유통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내수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중견 기업들이 중국 진출이 시작되었다. 삼성물산, 이랜드, 휠라 

등은 중국시장의 잠재력을 미리 예견하고 2000년대 후반에 진출을 

시작하였다. 이랜드와 성주디앤디 등은 국내에서 글로벌 브랜드에 밀려 

중가로 포진했던 내수 브랜드의 가격 전략을 중고가 전략으로 바꿔서 

고급화 전략을 수행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 진출은 이랜드의 스파오나 미쏘, 

삼성물산의 에잇세컨즈 등과 같은 SPA브랜드나 5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둔 “스타일난다”를 필두로 하여 “체리코코”, “쉬즈굿닷컴”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명목적인 명품 사랑에서 

개성과 가격 대비 가치 즉 가성비를 고려하며 온라인 직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국인의 패션 소비 경향의 변화는(어패럴뉴스, 2015) 전통과 

역사를 지닌 명품 브랜드가 부재하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를 

점유하여 배송 및 서비스가 용이한 한국 패션 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조선일보, 2014). 

이러한 중저가 브랜드 중심의 패션 소비 성향은 한국 

내수시장에서는 고착화된 지 오래이다. 이미 세계 경제의 저성장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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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담군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브랜드 명성 보다는 가성비와 개성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중·후반 유니클로를 시작으로 

자라(ZARA)와 H&M(에이치엔앰) 등 글로벌 SPA브랜드 들의 한국 

진출은 소비자들의 가성비 추구 성향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패션 기업들도 토종 SPA브랜드를 앞다투어 내놓았다. 

이랜드는 스파오와 미쏘를 삼성물산은 8Seconds(에잇세컨즈) 등을 

런칭한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소비자에게 유명 브랜드 

또한 백화점에서 유통되는 일반적인 내수 브랜드의 절반에 못 미치는 

중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였다. 이에, 최근 한국의 

소비시장을 지배하는 키워드 중 주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과 적절한 품질, 즉 가성비이다 (김난도 외, 2016; 한국패션협회, 

2016). 이러한 변화는 한국 소비자들의 평균 패션 소비 단가를 크게 

낮추며 실질 구매 단가를 크게 하락시키고 있다 (헤럴드경제, 2016). 

이에, 중국뿐 아니라 한국 소비자의 중저가 브랜드를 둘러싼 패션 

소비에 대한 이해가 향후 국내와 중국 시장 내 성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사실 국내 패션 시장의 성장률은 이미 둔화되었기 때문에 빠른 

미래의 성공을 위한 중국 진출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저성장에 기인하여 

중산층의 심리적 소비 위축으로 기인한 한국 소비자의 중저가 패션 

브랜드 소비와 경제적 부유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중산층은 

그 성격이 매우 상이하다. 최근 한·중·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심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느끼며, 중산층 붕괴의 심각성이 보통이라고 대답한 반면, 한국 국민의 

단 15%가 중산층이라 인지하며, 절반 이상이 중산층 붕괴가 심각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한국과 중국 중산층 소비자의 경제와 미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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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매경이코노미, 2012). 게다가, 

근본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유교문화사상에 기반한 동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추구 행동은 크게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Hofstede, 

2010). 특히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고립적인 정치적 배경 

때문에 소비 시장의 자연스러운 세계주의화가 어려운 편이다. 그러므로, 

중국 중산층의 패션 브랜드 소비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중국 진출을 

위한 성공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소통하여야 할까? 아직까지 한국 

패션 기업들은 한류 모델을 기용한 마케팅에 급급하여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실행해 오고 있다 (패션앤, 2015). 최근에도 중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한류의 확산을 막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정치적 

활동이 소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치적 혹은 역사적으로 

사대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아 미국이나 일본 등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드러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주정민, 2013).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고자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학문적으로 

지속적으로 규명된 ‘브랜드 개성(brand personality)과 브랜드 

몰입’(Keller, 2001)라는 개념적 틀 안에서 중국 중산층의 한국산 

패션 브랜드에 대한 인식 및 소비 패턴을 정의하고 탐색하여, 실무적 

그리고 학문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패션시장에서 브랜드 개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조의 

글로벌화로 상품을 직접 제작하는 국가가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국으로 

집중되어 하나의 공장에서 다양한 브랜드들의 상품이 제작되는 것이 

빈번하여 생산력의 차이가 거의 없다. 게다가 디자인에 대한 지적 

재산권 제한이 거의 없어 유행 또한 시장 내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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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류 상품의 가장 큰 차별화 요소인 디자인의 차별화가 점차 

어려워지는 패션시장에서 브랜드의 매력을 상품을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어필하여 이를 브랜드 몰입과 충성행동으로 연결해 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같은 신흥국에서는 브랜드 개성과 

같은 상징적 혜택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러한 브랜드의 상징적 혜택 

중 패션시장에서 중요한 브랜드 요소는 개성이다.  

브랜드 개성에 대한 연구는 Aaker 가 1997 년에 전반적 상품군과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5 개 차원의 브랜드 개성 척도를 제안한 

이후 촉발되었다. Aaker 의 브랜드 개성 척도는 미국소비자가 미국의 

브랜드를 평가한 탐색적 실증 연구이다. 브랜드 개성에 대한 연구는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상품 군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실증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브랜드 개성의 

내용과 구성이 Aaker 의 초기 연구와 다름을 발견하였다. 패션 상품에만 

국한한 브랜드 개성 연구의 대부분은 국내연구자들에 의해서 실시되었고, 

대개 내수브랜드를 복종별로 비교하여 실시되어 왔다(고은주 & 윤선영, 

2006; 장수진 & 이은영, 2008). 증국 소비자에 대한 연구 또한, 

중국시장에서는 비교적 고가로 포진 되는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내 브랜드 만을 비교하여(김용주, 강명수, & 김병재, 2013; 박혜선 & 

양단, 2013), 글로벌 브랜드에 비교한 한국 브랜드의 장단점을 도출해 

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중국과 한국 소비자의 차이를 연구한 

바는 희소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과 한국 브랜드를 동시에 제안하여 

한·중 소비자가 인식한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구조를 밝혀 브랜드 

전략에 대한 이해의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한다.  

대부분의 브랜드 개성 연구를 살펴보면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 

몰입이나 애착 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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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은 제품에서 오는 실용적 효능에서 형성되기 보다는 광고나 

디자인과 같은 제품의 쾌락적 효능에서 인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브랜드 개성 연구들은 사용자들이 인지한 브랜드 개성과 본인을 

동일시 할 때, 브랜드 개성이 강렬할 때에 브랜드에 대한 높은 애정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더불어,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글로벌 SPA 를 위시한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성공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된 질 (perceived quality)과 충성도(loyalty)이다. 

다시 말하면, 중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혹은 대비 더욱 높은 질과 

디자인의 제품을 제안하여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선택은 브랜드의 상징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저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몰입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이러한 중저가 브랜드 상품들은 명품 브랜드에 비한다면, 고 

관여 상품이기보다 저 관여 상품으로써, 소비자들은 습관적으로 매장을 

방문하고, 가격의 부담이 적어 쉽게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글로벌 SPA 브랜드는 광고나 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쏟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발끝이 닿는 어디에나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들의 습관적 방문과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이 브랜드 몰입 뿐 

아니라, 인지된 질,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한다. 브랜드 개성 전략이 유도할 수 있는 최종의 목표인 다양한 

브랜드 관련 효과 변수를 모두 고려하고 중국과 한국의 문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화의 선두에 있는 패션 산업에서 신흥국으로 

진출 시 보통의 글로벌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의 지위 소비 성향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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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즉 상징적 혜택을 기대하며 가격과 광고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자라가 중국과 한국에 진출 시 본국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진출하였다가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면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했던 

것을 봐도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제품의 진출은 

신흥국 국민들의 지위소비성향과는 반대적인 경향을 가지는 

자민족중심주의 (ethnocentrism)의 부정적 공격을 받기도 한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중국의 독특한 정치 경제적 배경 때문에 높은 

자민족중심주의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성향이 

지위소비성향과 비교하였을 때 수입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만약 

중국 중산층 소비자들이 높은 자민족중심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수입제품에 대한 소비를 주저하고 지위소비성향에 의한 소비 행동 

변화가 적다면 수입 제품이라는 것을 밝히고 상징적 혜택을 부과하는 

수입브랜드 마케팅 전략 자체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브랜드 개성이 인지된 질, 충성도, 그리고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자민족중심주의와 지위 소비 성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지금껏 중저가 패션 브랜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소비자와 소통하기 보다는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유행을 적용하고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활동해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SPA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브랜드 컨설팅 기업인 인터브랜드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 명품브랜드보다도 높은 순위를 점하기 시작하면서 

중저가 브랜드에서의 브랜드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Interbrand, 2016). 그러나,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를 소비하는 중국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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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소비 행태와 브랜드 개성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학문적 그리고 

실무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동시에 국내 운영 전략과의 중국과 한국 

시장 간 다이내믹스를 고민하는 산업 내 실무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한·중 소비자의 비교를 위해 Hofstede 의 문화적 

차원 중 브랜드 전략의 상징적 혜택과 직접적으로 유관하다고 알려진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장기 지향(long term orientation)을 직접 

조사하여 브랜드 개성 다차원의 동태적 효과에 대한 해석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기존 국내 비교문화연구에서 Hofstede 의 

문화적 차원을 해석에 활용하면서 실제 조사는 하지 않았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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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간략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최근 중국 패션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중저가 

패션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구조와 그 효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밝히고, 연구의 목적과 세부적인 연구의 방향 및 연구의 전체적 

구성을 제시했다.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실증적 연구의 수행에 앞서 분석의 

이론적 틀을 구성하기 위한 선행 문헌의 고찰이 이루어졌다. 제 1절에선 

중국소비자의 패션 브랜드 제품 소비 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제 2절에서는 브랜드 개성의 척도가 어떻게 개발되었고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와 문화에 적용되어 왔는지 고찰하였다. 특히 

브랜드 개성 척도 개발의 큰 획을 그은 Aaker의 1997년 연구가 문화와 

제품 카테고리 별로 어떠한 실증적 결과로 제시되어 왔는지 정리하였다. 

이어서 제 3절에서는 중저가 브랜드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브랜드 

몰입, 인지된 브랜드 질,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패션 

제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제 4절에서는 수입브랜드 관련 

소비자 성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한·중 소비문화와 관련된 

비교문화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Hofstede가 제안한 문화 

가치가 활용한 사례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수입 브랜드에 

대한 상반된 소비자 행동 성향을 설명하는 자민족중심주의와 지위 소비 

성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아 브랜드 개성이 효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할 지 고찰해 보았다.  

제 3장에서 본 연구의 연구 모델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가설을 

제시하였다. 뒤 이어, 연구방법 및 절차에서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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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실증 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제 5장에서는 4장에서 

설명한 연구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설명하였다. 제 1절에서는 

한국과 중국 각각의 문화에서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이 어떠한 

요인으로 설명되는지 그 다차원 구조를 규명하였다. 제 2절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다차원 개성 구조가 브랜드 몰입, 인지된 질, 그리고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제 3절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국가문화가치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한국과 

중국 등의 국적의 의한 브랜드 개성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위소비성향과 자민족중심주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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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실증적 연구의 수행에 앞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국 

중산층과 패션 시장의 대체적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뒤이어, 

본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인 브랜드 개성에 관련된 이론과 그 효과로 

예상되는 브랜드 자산, 충성도, 그리고 몰입에 대한 기존연구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상징적 소비와 비교문화 연구에서 주요한 

변수인 자민족중심주의, 지위 소비 성향, 그리고 브랜드 원산지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주요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중국소비자와 글로벌 패션 브랜드 

 

본 연구는 한국 시장에 익숙한 실무자와 학자들의 중국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국과 한국 소비자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국내 의류학계에서 이루어진 중국소비자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 소비자의 패션 브랜드 개성 인식과 충성도 등 

브랜드 관련 연구의 흐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패션 브랜드 소비 행동에 관련된 국내 연구를 정리해보았다.  

 

1. 바링하우와 주링하우의 패션 소비 행동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 시장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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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축장이 되고 있다 (현인규, 박소진, & 장남, 2010). 명품시장은 

물론이고, 벨라, 미타스본위 등의 중국산 브랜드와 해외 중저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자라(ZARA), 에이치앤엠(H&M), 그리고 

온리(ONLY), 베로모다(VERO MODA) 등의 SPA 브랜드들이 그 

예이다. 1990년대 초반 한·중 국교 수교 이후, 한국 패션 브랜드들도 

중국 시장 진입을 시작했으며 이랜드나 온앤온, 베이직 하우스 같은 

몇몇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중국에서의 승전보를 알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최근 중국내 수입브랜드에 대한 직구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스타일난다, 쉬즈굿닷컴 등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이 중국 진출에 

성공하며 중저가 내수 브랜드의 성공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이러한 중국내 수업 의류에 대한 소비는 2030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중국의 경제 개혁 이후, 즉 80년대생, 80후(바링하우)와 

90년대생, 90후(주링하우) 세대로 불리며 새로운 소비 주체로 정의되고 

있다 (고아흔, 2009; 김희정, 2008; 박명희, 2013; 이동훈, 2012; 최미영, 

2013). 이들은 이전의 세대와는 매우 상이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보유하며 지위 상향 소비에 중심에 있다. 특히 해외 수입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들은 글로벌 최신 패션을 모방하며 세계의 예술과 문화에 

개방적인 편이다 (Hong & Liu, 2009). 형제가 적거나 없는 소(小) 황제 

세대를 대표하여 새로운 아이템에 거부감이 적고 제품의 지위 상징성을 

중시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가격에 개의치 않는 소비행태를 보인다. 특히 

중국 2030 여성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자신을 꾸미고 돋보이게 하는 

패션 뷰티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옥희 & 강영의, 

2014; Wei, 1997). 게다가 급속한 중국내 IT와 배송 및 물류 인프라의 

발달은 온라인 쇼핑, 직구 등의 새로운 쇼핑 방식을 용이하게 이용 

가능하게 하여 소비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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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선 & 해비 (2012)는 중국 20대 여성 소비자의 패션 라이프 

스타일 성향을 기준으로 군집분석하고 그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그리고 

패션 제품과 관련된 쇼핑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군집은 

패션무관심집단, 심미/브랜드 집단 그리고 경제/개성 추구 집단으로 

나뉘었는데, 심미/브랜드 추구 집단은 백화점이나 브랜드 전문점을 자주 

이용하며, 경제/개성 추구 집단은 온라인 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미영 (2015)은 최근 중국 신흥 중산층 여성 소비자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커리어 우먼으로 글로벌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비성향을 

기반으로 한 군집 분석 등을 통해 경제적 합리적 이성적 소비행태에서 

상징적 쾌락적 성향으로 소비를 향유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시사하였다.  

상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Wu & Delong (2006)의 연구에서 

수입브랜드에 대한 원산지를 인식하는 데 있어 데님 진의 디자인과 

유행성을 편안함 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하였다. 홍금희 & 

유정 (2009)의 중국 여대생의 한국 패션 브랜드 구매 행동의 

연구에서도 중국 여대생은 한국 브랜드 패션 제품에 대한 속성별 

평가에서 유행성에 가장 높은 평가를 한 바 있다. 그에 비하여 가격과 

브랜드 가치는 낮게 보았다. 왕동걸 & 이승희(2012)도 2030대 중국 

여성들의 SPA브랜드 소비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에 비하여 중국 

소비자들이 유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실용성, 유행성, 그리고 가격 

보다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고 실증한 바 있다. 또한, 

박현희, 이금, & 전중옥 (2010)은 비주얼 머천다이징 효과에 대한 

중국과 한국 소비자의 비교문화연구에서 심미성이 높은 비쥬얼 

머천다이징은 중국소비자에게는 확실한 어필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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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도가 감성적 어필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수입 패션 브랜드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소비 행동 

 

대부분의 중국 소비자에 대한 최근의 국내 연구들은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중 많은 연구들은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가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다루었다. 그 예로 임현경, 이정우, & 김미영 

(2013)은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이미지 인지가 한국 패션 

브랜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문화-사회, 경제, 상품, 

스포츠, 정치, 그리고 기술의 6가지 요인 중에 문화-사회, 상품, 스포츠, 

그리고 정치가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 외로는 한류의 영향으로 광고 속에 나오는 배우의 이미지나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 브랜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 권유진외 4인은 (2009)는 한국 연예인의 

광고모델 속성을 Aaker의 브랜드 개성을 바탕으로 도출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홍금희 & 

유정(2009)에 다르면, 한류는 중국 여대생의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데에는 기여하지만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하며, 실제 구매를 위해서는 한류보다는 직접적 품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라고 제안하였다. 유박과 동료들은(2016) 중국 소비자들의 

직간접적으로 한국 브랜드 체험은 브랜드 친숙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만족에 매개되어 궁극적으로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제갈란 & 박민정(2016)은 백화점과 브랜드 점포 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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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형성하는데 한류 선호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때, 브랜드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브랜드 점포 

속성 중 인지도나 점원의 서비스보다는 품질과 디자인이 가장 강력하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영향 역시 한류 

선호에 의해서 유의하게 매개되었다.  

대개의 연구들이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한국과 프랑스 패션 브랜드를 비교한 연구도 있었다. 하지수, 

우승현, & 황진숙 (2015)은 한국과 프랑스 원산지 패션 브랜드 중 

선호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 및 국민 이미지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태도, 그리고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과 문화와 경제로 설명되는 국가 이미지는 국민 이미지를 결정하고 

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연결되었다. 이때, 한국은 문화의 영향이, 

프랑스는 경제와 문화의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었다. 국민 이미지 중 

한국 브랜드에 대하여는 패션성과 신뢰성의 국민이미지가, 프랑스의 

경우는 패션성의 국민이미지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태도나 친숙성을 형성하는 데 국가 이미지나 한류가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직접적인 구매를 결정하는 데는 품질과 디자인이 더욱 중요한 

변인 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류의 유의한 기여도를 발견한 가운데, 최근의 중국내 

혐한류, 한한류 등의 부정적 상황은 자국민중심주의에 대한 연구를 

촉발해오고 있다. 주정민(2013)에 따르면, 최근 한류 현상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반한류, 혐한류와 같은 한국 

대중문화 유행에 대한 감정적 불쾌감을 드러내고 저항하는 문화현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게다가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한한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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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쳐지면서 중국 시장에서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한류에 치중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는 것은 그 효과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몇몇 연구들은 중국소비자의 수입제품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자국민중심주의를 연구의 주요 변수로 고려해왔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위치를 급속도로 

격상시키고 있다. 이에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이에 비롯한 자국민중심주의가 강해지고 있다 (김사, 2012). 

자국민중심주의는 글로벌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소비자들이 선진국 소비자들에 비하여 더욱 자국중심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ndquist, 2001). 중국소비자들은 

전통적으로 자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성향은 자국에 대한 애정을 넘어 타국과 타국을 원산지로 한 

브랜드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나광진 & 권민택, 

2016).  

최유화 & 추호정 (2013)의 북경, 상해 그리고 광주에 거주하는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럽, 일본 그리고 중국 원산지 브랜드에 구매 

의도가 자민족중심주의에 의하여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민족 중심주의가 높은 사람일수록 중국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에는 긍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일본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유럽 브랜드에 대하여는 자민족 중심주의가 

구매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유럽브랜드에 대하여는 자국과 연관하여 역사적 갈등관계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수, 우승현, & 황진숙 (2014)은 

패션 브랜드/품질 속성과 미적속성으로 정의되는 패션 브랜드 평가 

속성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자민족중심주의에 의해서 조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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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하였다. 그 결과, 브랜드/품질 속성은 

자민족 중심주의에 의한 조절 효과가 없는 반면, 미적 속성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다. 그 외에, 나광진 & 권민택 (2016)은 자국중심주의가 

반한류 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한류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구매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반한류 성향이 높은 집단 즉 자국민중심주의가 

높은 중국 소비자들은 브랜드 개성에 대한 공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브랜드 질이나 몰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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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브랜드 개성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 소비자가 글로벌과 한국 브랜드 개성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응답자가 속한 국가의 

문화 권역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국과 중국으로 표본 국가를 

이원화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 문화 연구에 앞서, 본 절에서는 브랜드 

개성의 기본 개념 및 속성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별 

비교를 위한 기본 개념과 분석의 틀을 명확히 할 것이다. 

 

1. 중저가 패션브랜드와 개성 

 

소비자들은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상품이나 브랜드를 

선호하고, 일치하지 않는 상품이나 브랜드는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아를 유지하고 고양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자아개념은 상품 선택의 

주요 준거점이 되는 브랜드 개성(Brand Personality)과 연결된다. 

브랜드 개성이란 브랜드에 부여된 인간적인 특성으로, “특정 

브랜드에서 연상되는 사람과 관련한 개성이나 특성의 집합(Aaker 

1997)”으로 정의된다.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에 마치 인간처럼 

특성을 부여하고, 만약 그 브랜드가 사람이라면 어떤 개성의 사람이라고 

느끼고 표현한다. 소비자는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구매할 때, 각 

브랜드의 속성에 대한 평가(신념)를 토대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각 

브랜드가 가지는 고유의 이미지를 토대로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브랜드 속성 평가는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브랜드 개성은 

사회심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안광호 & 추호정, 2014). 특히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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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나 브랜드의 특성은 관여도가 높고 소비자의 개성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감성적 상품이기 때문에, 기능적 편의를 추구하는 브랜드에 

비해 개성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유은경 2001; 장수진 & 이은영 

2008). 

최근 패션은 의류와 잡화 등을 기본으로 개인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인테리어, 가구에 이르기 까지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의류는 신체에 직접 착용되어 소비자의 개성과 생활방식을 

대변하는 자기표현의 목적이 강력한 제품군으로써 활용된다. 이에 

소비자가 본인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패션 브랜드의 개성은 더욱 

중요하다. 사회·심리적 상품인 의류 소비에서 브랜드의 감성적, 상징적 

가치는 더욱 중요한데, 이는 소비자의 감성적 판단에 크게 관련되는 고 

관여 감성제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를 경쟁브랜드와 비교할 때 물리적 또는 기술적 측면 등 객관적 

특성에서 특별히 우수한 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브랜드 개성(Brand 

Personality)은 가장 중요한 차별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Davies, 

1992). 의류는 시장 내 유행(트렌드)에 따르는 패션성이 강한 

소비재이므로 상이한 브랜드에서 유사한 속성의 상품을 동시 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이렇게 패션 상품은 소비자가 자신의 개성을 가시화하고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므로 표적 고객의 개성과 어울리는 브랜드 개성을 

설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마케팅 전략 요소가 

된다(김현영, 2012). 게다가 패션 브랜드 기획 및 전략 수립에서 

의인화된 표적 즉 ‘뮤즈(Muse)’를 활용하였을 때, 내·외부 

소비자와의 소통에 유리하다. 대부분의 패션브랜드는 당 해의 브랜드의 

방향성을 정할 때 의인화된 형용사를 활용하여 디자인 콘셉트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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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머천다이저와 디자이너 등 실무자들 간의 공유하여 상품의 

방향성을 정하고자 한다. 이처럼 패션 상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제품의 

기능적 속성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보다는 매해 혹은 매 시즌 달라지는 

유행에 맞는 브랜드 콘셉트이 중요한 디자인 속성이 된다. 이에 몇몇 

학자는 브랜드 개성이 경쟁브랜드와의 차별화 전략 수립의 근간이 되는 

핵심요소라고 강조하였다 (Kumar, Luthra, & Datta, 2008). 

또한, 브랜드 실무자들이 소통하고자 하는 브랜드 개성이 제품과 

매장, 그리고 광고 등에 제대로 투영되어 소비자들에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소통되어 인식되는 것이 중요한 데, 이는 표현하고자 하는 

브랜드 개성이 명확하고 차별화되며, 동시에 표적 소비자들에게 선호될 

때 가능하다. 개성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브랜드의 개성화(brand 

personalization)는 학문보다는 광고 산업에서 유명인이 브랜드를 

광고하기 시작하면서 빈번하게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브랜드 마케터들은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사용하여 유명인이 보유한 인간적 개성(human 

personality)들을 그들의 브랜드에 투영하여 경쟁 시장 내에서 위치를 

선점(positioning)하고자 하였다(Azoulay & Kapferer, 2003).  

더 나아가, 선망하는 유명인들과 동일시(identification)하는 

소비자들을 유혹하여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고 애착적 태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상적이든(ideal) 실질적이든(actual) 본인들의 

자아개념과 선망하는 유명인들의 개성과의 일치감을 인지하였을 때, 

소비자들은 유명인이 광고하는 제품에도 유명인의 개성을 쉽게 부여하여 

인지한다. 이와 같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나 문화에서 선호된 브랜드 

개성의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업 내 경쟁자들과 차별화되거나 혹은 공통된 개성에서 명확한 

개성을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문화 별 제품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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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개성 요인 구조를 파악하고 한국산 브랜드의 위상과 현실을 

살펴보는 것은 실무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이렇게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은 더 이상 고가격 상품이나 브랜드의 

전유물이 아니며(Davies, 1992), 저가격에 포진한 브랜드들도 브랜드 

차별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브랜드 자산은 단기간에 

창출하거나 모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게다가 최근 중국에서 시장 확대의 주축이 되고 있는 중저가 

패션브랜드는 상대적 저가 상품으로 태도에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진실한 

충성도 보다는 별다른 태도 형성 없이 피상적인 구매로 연결되는 피상적 

충성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피상적 충성도는 장기적인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 어렵고 장기적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중저가 패션 브랜드들이 

차별화된 브랜드 개성 없이 단순히 글로벌 중저가 패션브랜드시스템만을 

모방하는 경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한계로 지적된다(김현영, 2012). 

따라서 Aaker(1997)의 의인화된 브랜드 개성 모델을 활용한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 패션 산업 내 기업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게 될 중국 패션 시장에서 중산층이 시장 저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한국 패션 기업의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활약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산층이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 중 한국산 패션 

브랜드들의 개성은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를 경쟁 브랜드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학문적 틀로써 Aaker 가 1997 년 

처음으로 제안한 서구문화 중심의 브랜드 개성 척도를 기반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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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연구방법론을 수행하여 이를 중국 중산층의 인식에 적용하여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 적합하도록 도출해내고자 한다.  

Aaker 의 브랜드 개성 척도는 서구 문화에 맞춰져 있으며 전 

산업을 아우르는 20 여 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일반화를 

위해서는 문화 별 제품 혹은 산업 카테고리 별로 재 접근 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강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중국인 대상의 브랜드 개성 연구는 몇몇 존재하나, 명품이나 

자동차 등의 고가 상품에 집중되어 있었고, 한국산 브랜드에 세부적으로 

적용된 경우는 희귀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중국 중산층에 의해서 

인지되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중국시장에서 성공적인 안착을 이룬 글로벌 경쟁 

브랜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개성 요소와 한국산 브랜드가 미진한 

혹은 차별화되는 요소를 확인하는 것은 실무자들에게 향후 전략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브랜드 개성 척도와 다차원 구조 

 

광고업자들과 마케팅 실무자들은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그 개념이 

정립되기 전부터 ‘브랜드 개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일찍이 

Thompson Advertisement Agency는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개성과 

관련된 측면들에 대하여 일대일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매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King, 1970). King 

(1970)은 ‘사람들은 그들이 친구를 고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브랜드를 선택하며, 성능(skills)과 물리적인 속성에 더불어 그들은 

사람과 같이 브랜드를 단순히 좋아한다(simply like)’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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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시기에, Olins(1978)도 ‘디자인은 제품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혹은 기업에 가치와 비물질적인 차별화 귀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성능과 무관한 개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점차 시장 

내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많은 광고와 유사한 상품들이 넘쳐나게 되고, 

브랜드들은 객관적 그리고 물질적 성능에만 기반해서는 브랜드를 

차별화하기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에 Ted Bates와 같은 광고 

대행사들은 광고 전략에 Unique selling point(USP)을 기반으로 

비물질적 특성에 집중한 Unique Selling Personality의 개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학문적 분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며 브랜드 개성의 개념이 

주요하게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학문적 연구들은 전형적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정의할 때, 브랜드 개성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으로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 우선, Kapferer (1992,1998)는 브랜드 

정체성의 개념적 틀에서 항상 브랜드 개성을 브랜드 정체성의 한 

측면으로 인용하면서 브랜드에 인간의 성격의 특질을 부여하였다. 그는 

이를 브랜드 프리즘 모델이라 명하고, 브랜드 개성을 브랜드 내부적인 

측면의 하나로 제시하고, 다른 측면으로 내부적 가치 (문화적 측면)과 

소비자 심리(metallization)를 추가하였다. 외부화 측면으로 물리적 

특성(물리적인 차별적 특성)과 브랜드 관계 측면 (행동 방식), 그리고 

반영된 소비자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Aaker & 

Joachimsthaler (2000)는 브랜드 정체성 요소를 1)제품으로서의 

브랜드, 2)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3) 인간으로서의 브랜드 그리고 4) 

상징으로서의 브랜드로 정의하였다. 이 중 인간으로서의 브랜드인 

브랜드 개성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 하였다.  

Keller(2003)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브랜드 지식(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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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을 브랜드에 대한 인지적 대표성과 연관된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 기억 속에 저장된 브랜드 관련된 개인적 의미의 다양한 요소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수년간 다양한 학자들(e.g., Bettman 1979; 

Johnson & Russo 1984)에 의해서 개발된 브랜드 관련 정보들을 모아 

브랜드 지식의 구성요소로 정의하였는데, 세부적인 요소와 정의는 

아래와 같다.  

 

<표 2-1> Keller의 브랜드 지식 구조 정의 

브랜드 지식 요소 정의 

인지도(Awareness) 카테고리 동일시와 브랜드에 의해서 만족된 요구 

특성(Attributes) 내재화된 (제품 성능 연계) 혹은 외재화된 (브랜드개성 혹은 

전통) 브랜드를 특성화할 수 있는 서술적인 속성 

혜택(Benefits) 브랜드의 제품 속성 (예. 브랜드의 구매 혹은 소비로 

얻어지는 성능, 상징성 혹은 경험적 결과)에 소비자가 

부여하는 개인적 가치와 의미 

이미지(Images)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시각적 정보 

사고(Thoughts) 브랜드 관련 정보에 대한 개인적 인지 반응 

감정(Feelings) 브랜드 관련 정보에 대한 개인적 감정 반응 

태도(Attitudes) 브랜드 관련 정보에 대한 요약적 판단과 전반적 평가 

경험(Experiences) 구매와 소비 행동과 여타 브랜드 관련 에피소드들 

a. 출처: Keller (2003, p. 596) 

브랜드 지식이 대개 초기 브랜드 관련 학문에서 많이 다루어진 

인지적인 차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Keller(2003)는 최근의 학문과 

실무에서 강조되고 있는 브랜드 지식의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그와 관련된 요소로써 특성(Attributes)중 

외재화된 브랜드 개성과 전통(brand personality & heritage)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브랜드 개성에 대한 연구에서 학자들은 브랜드나 기업과 같은 

발신자(sender)와 대개 소비자로 설명되는 수신자(receiver) 간의 

소통에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브랜드 개성과 정체성은 발신자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만, 수신자 입장에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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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였다(Konecnik & Go, 2008). 이에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와 해석으로 브랜드 이미지 (Brand Image) 를 

정의하였다 (De Pelsmacker, Geuens, & Bergh, 2007). 정말로, 사용자 

이미지는 종종 브랜드 개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Keller, 

2008). 이에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브랜드 개성이나 이미지에 대한 

소통을 이해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브랜드와 사용자 개성은 대부분은 혼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도된(desired)것과 인지된 개성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신자인 

소비자가 발신된 브랜드 개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브랜드 개성 척도의 개발과 일반화는 매우 중요하다 (Geuens, Weijters, 

& Kristof, 2009).  

브랜드를 의인화시킨 브랜드 개성 연구에서는 브랜드가 가진 

인간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브랜드가 

인구통계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예: 성별, 연령, 소득계층)에서 

시작되었으며(Levy, 1959), 인구통계적 특징 외에 특질(trait)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 개성 연구로 이어졌다. 인간적 특성은 특질 이론 

(Trait Theory)를 기반으로 발전되었다. 심리학자들은 

개성(personality)를 ‘특질(traits)의 체계적인 묘사’라고 정의한다 

(McCrae & Costa, 1987, pp. 81). 여기서 특질(traits)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 양식’을 말한다(McCrae & Costa, 

1997, pp. 509). 수많은 인간 심리의 연구 결과로 인간 개성(human 

personality)의 분류체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Big Five model; 

Openness, Conscientiousness, Extraversion, Agreeableness, 

Neuroticism’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편이다 (John & Srivast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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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표 2-2> Saucier의 빅 파이브 모델과 문항 

Big five Model Items 

Openness (or intellect) 
Creative, imaginative, intellectual, Philosophical, deep, 

complex, uncreative, unintellectual 

Conscientiousness 
Efficient, organized, systematic, practical, 

disorganized, inefficient, sloppy, careless 

Extraversion 
Bold, extraverted, talkative, bashful, quiet, shy, 

withdrawn, energetic 

Agreeableness 
Kind, sympathetic, warm, cooperative, cold, 

unsympathetic, harsh, rude 

Neuroticism  

(or Emotional Stability) 

Unenvious, relaxed, fretful, envious, jealous, moody, 

touch, temperamental 

 

이러한 척도는 사람들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용어를 분석한 결과이다 (Goldberg, 1993). 

사전에서 발견되는 모든 개성 용어로부터 시작하는 아이디어는 자연 

언어는 모든 적절하고 명확한 개성 특질을 포함한다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Allport, 1937). 초기 척도는 240개 (Costa & McCrae, 

1992)나 100개 (Goldberg, 1992)의 항목을 포함하였으나, 최근의 

정신분석학 상 적절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준의 40개 항목으로 

발달되었다 (Saucier, 1994). 아래는 Saucier(1994)가 개발한 Big 

Five Model의 항목들이다 (<표2-2> 참조).  

이러한 인간 개성 척도를 개발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브랜드 개성 

척도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Aaker(1997)의 브랜드 개성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Aaker(1997)은 

성격 이론(personality theory)에서 인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다차원 구조인 "big five" 구조; extro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emotional stability, 그리고 opennes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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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Goldberg, 1990)으로 브랜드 개성 차원의 이론적 틀을 개발하였다. 

Aaker는 309개의 의인화 형용사 리스트를 발굴하고, 25명의 참여자로 

하여금 114개의 의인화 형용사로 줄이는 작업을 했다. 631명의 미국의 

인구통계학적 통계를 활용한 (학생이 아닌) 샘플을 대상으로 114개의 

의인화 형용사(trait adjective)가 37개(제품과 서비스 섹션에서 넓게 

뽑힌) 브랜드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이론에서 시작된 것이라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유도되었다.  

 

 

* 각 차원을 구성하는 소 차원으로 본 연구의 측정항목으로 사용된다.  

<그림 2-1> Aaker의 브랜드 개성 척도와 항목 

 

요인 분석 결과 성실함(Sincerity; 홀마크 카드), 

활기참(Excitement; 베네통, MTV 채널), 유능함(Competence; The 

Wall Street Journal), 세련됨(Sophistication; 벤츠, 게스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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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함(Ruggedness; 나이키, 리바이스)의 다섯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중 sincerity, excitement, competence는 유사한 차원으로 

ruggedness와 sophistication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굴되었다. 이후 각 

차원에 대한 요인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추가하여 브랜드 개성 

척도(Brand Personality Scale: BPS)를 개발하였다. 이 브랜드 개성 

척도는 5개의 기본 차원, 15개의 하위 차원, 42개의 특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림 2-1 참조>) 

Aaker의 1997년 BPS가 학계와 실무진을 크게 고무시킨 이후, 

브랜드 개성의 선행 변수와 효과 그리고 개성 척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Aaker와 동료들도 (2001)도 연속 연구를 통해 

밝혀낸 일본 문화에서의 브랜드 개성의 구조는 강인함(ruggedness) 

대신 평화로움(peacefulness)가 추가되어 5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형용사들도 매우 달랐다. 예를 들어, 

흥미(excitement)를 구성하는 항목이 미국브랜드에서 대담한, 기백이 

있는, 상상력이 풍부함, 최신의 등의 요인이었던 반면, 일본에서 

수다스러움, 자유, 행복, 에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Sung & Tinkham (2005)는 원산지와 상관없이 인터브랜드 

30위에 랭킹된 글로벌 브랜드를 대상으로 미국과 한국인이 어떻게 

브랜드개성을 다르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Aaker의 

BPS와는 브랜드 개성 요인구조와 유사한 요인들이 미국과 한국문화에 

동일하게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세부적으로 좋아할만함(likeableness), 

트렌디함(trendiness), 유능함(competence), 세련(sophistication), 

전통적인(traditionalism), 그리고 강인함(ruggedness)을 두 문화에 

공통적으로 발견하였고, 이어 미국 문화에서는 전문직의(white collar)과 

양성성(Androgyny)이 특징적으로 발현된 것과 달리 한국문화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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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인(ascendancy)과 소극적 선호(passive likeliness)를 

발견하였다. 이 결과를 보고 연구자들은 한국의 유교적 문화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오는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다양한 실증 연구들은 Aaker가 발견한 브랜드 개성 요인들이 

다양한 상품군에 다소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이 되는 소매업체(retailer)의 브랜드 개성에 대한 

연구로 Zentes와 동료들 (2008)은 독일의 다양한 산업에 포함된 

대표적인 소매업체들(e.g., Aldi, Ikea, Amazon, Douglas, 

에이치앤엠(H&M), Media-Mart)을 대상으로 Aaker (1997)의 브랜드 

요인 구조가 유사하게 존재함을 확인했다. 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었고, 일반화되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일반화와 관련된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하나의 브랜드의 

개성을 측정하기 보다는 업태 안에서 유용하다고 하였고(Austin,  

Siguaw, & Mattila, 2003), 문화마다 그 척도가 다를 것이라고 

하였다(Azoulay & Kapferer, 2003). Aaker 본인도 이후 스페인과 일본 

등 다양한 문화에서 본 연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스페인에서는 

단지 3개만 중복하여 존재하며 (sincerity, excitement, sophistication), 

peacefulness가 ruggedness를 대체하고 passion이 sophistication을 

대체하였다. 일본 문화에서는 4개는 동일하였으나 ruggedness는 

peacefulness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부족함으로 다양한 학자들이 문화 

별로 새로운 척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Geuens, Weijters, & Wulf. 

(2009)은 의인화가 아닌 아이템을 배제함으로써 더욱 브랜드 

의인화개성에 걸 맞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학생 샘플을 활용해서 

마케팅 수업 중에 실행된 실험이다.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칠리스, 

T.G.I. 프라이데이, 애플비 등 6개의 캐주얼 레스토랑을 (local up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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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였다. Aaker의 브랜드 척도는 다양한 업종과 브랜드에 

의해서 재측정 되어야 한다. BPS의 활용될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척도의 활용조건이 명확하지 않다. 

Rentz(1987)가 주장한 것처럼, Aaker의 BPS는 개인 브랜드 수준으로 

일반화되기 보다는 특정 제품 카테고리에 적절하다.   

 

<표 2-3> 브랜드 개성 척도에 대한 선행 연구 요약 

저자 국가 브랜드 개성 차원 기타 차원 

Aaker (1997) 미국 
Sincerity(A/C), Excitement(E), 

Competence(C-E) 

Sophistication, 

Ruggedness 

Aaker (2000) 일본 
Sincerity(A/C), Excitement(E), 

Competence(C-E) 
Sophistication 

Aaker, 

BenetMartinez, 

& Garolera 

(2001) 

일본 

Sincerity (A–C), Excitement (E), 

Competence (C–E), Peacefulness 

(E–A) 

Sophistication 

스페인 
Sincerity (A–C), Excitement (E), 

Peacefulness (E–A), Passion (N–O) 
Sophistication 

Bosnjak, 

Bochmann, & 

Hufschmidt 

(2007) 

독일 
Drive (E), Conscientiousness (C), 

Emotion (N), Superficiality (A) 
 

Caprara, 

Barbaranelli & 

Guido (2001) 

이태리 
Markers of 1(A–E), Markers of 2 

(E–O) 
 

d'Astous & 

Lévesque 

(2003) 

캐나다 
Enthusiasm (E), Unpleasantness 

(A), Genuineness (C), Solidity (C) 
Sophistication 

Davies, 

Chun,Vinhas 

da Silva, & 

Roper (2004) 

미국 
Agreeableness (A), Enterprise (E), 

Competence (C), Ruthlessness (A) 
Chic 

Ferrandi, 

Valette-

Florence, & 

Fine-Falcy 

(2000) 

프랑스 
Sincerity (A–C), Dynamism (E), 

Robustness(C) 
Femininity 

Kim, Han, & 

Park (2001) 
한국 

Sincerity (A–C), Excitement (E), 

Competence (C–E) 

Sophistication, 

Ruggedness 

Milas & Mlačić 

(2007) 
크로아티아 

Conscientiousness (C), 

Extraversion (E), Agreeableness 

(A), Intellect (O), Emotional 

Stabilit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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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 van den 

Berge, & 

Franzen 

(2002) 

네덜란드 

Competence (C), Excitement (E), 

Gentle (A), Distinction (O), 

Annoyance (A) 

Ruggedness 

Sung & 

Tinkham 

(2005) 

미국 

Likeableness (A), Trendiness (O), 

Competence (C), Traditionalism 

(O) 

Sophistication, 

Ruggedness, 

White collar, 

Androgyny 

한국 

Likeableness (A), Trendiness (O), 

Competence (C), Traditionalism 

(O) 

Sophistication, 

Ruggedness, 

Western, 

Ascendancy 

Venable, 

Rose, Bush, & 

Gilbert (2005) 

미국 Integrity (C), Nurturance (A–N) 
Sophistication, 

Ruggedness 

a. 괄호 안의 대문자는 각각 인간 개성 척도인 (E)xtro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ES)motional Stability, 그리고 (O)penness를 뜻하며, 각 브랜드 개성 

차원이 해당 인간 개성 차원과 유사하다는 의미임 

 

패션 제품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성의 차원을 도출한 연구는 

국내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 해외에서는 패션 브랜드만 별도로 

브랜드 개성 차원을 다루기 보다는 제품의 종류를 통틀어서 브랜드 

개성을 비교한 연구가 빈번하였다. 주로 국내 연구 위주로 도출된 

브랜드 개성 차원을 요약하면 아래 <표 2-4>과 같다.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특정 패션 카테고리 (예, 명품, 정장, 캐주얼, 여성 

등)에 대한 브랜드 개성 차원을 도출하였다. 고은주와 윤선영(2006)은 

정장, 캐주얼, 그리고 스포츠 웨어의 서로 다른 패션 카테고리에 대해서 

브랜드 개성을 별도로 연구하였으며, 카테고리에 따라 브랜드 개성 

차원이 다르게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패션 브랜드 전체의 개성에서는 

유행/혁신성, 성실성, 보편/안정성, 전문성이 발견된 것과 달리, 스포츠 

웨어에서는 혁신성, 사교성, 그리고 성실성 만이 발견된 것이 그 예이다. 

다른 연구들은 하나의 패션 카테고리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같은 척도를 활용한 경우에도 브랜드 차원은 달리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Aaker(1997)의 15 개 facet 항목을 활용하여 한국산 캐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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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브랜드 개성 차원을 도출한 전형진 & 신상무(2013) 연구와 

김용주외 3 인의(2011) 연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전자에서는 ‘친근하고/정직하며/활기찬, 유능하고/매력적인, 그리고 

세련된’이 발견된 반면, 후자에서는 역동성, 성실성 그리고 유행성이 

발견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같은 복종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참여자의 문화적 맥락이 다른 경우는 다른 브랜드 개성 

차원이 발견되었다. 김용주 외 (2013)의 연구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캐주얼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개성이 한국은 역동성, 성실성, 

유행성이 중국은 역동성, 전문성, 성실성이 발견되어 역동성과 전문성이 

다르게 인지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 개의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은 

브랜드 개성 차원 별로 서로 다른 브랜드 개성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표 2-4> 패션 브랜드 개성 척도에 대한 선행 연구 요약 

저자 

(연도) 
제품 브랜드 개성 차원 개성 변수 

장수진,  

이은영 

(2008) 

패션 

명품 

Status-oriented, appearance-oriented, 

trend-oriented, leisure-oriented, 

physical activity-oriented, 

self achievementoriented, fun-oriented, 

& relation-oriented 

Aaker (1997) 

15개 + 인터뷰 

도출 문항 

고은주,  

윤선영 

(2006) 

정장, 

캐주얼, 

스포츠 

패션 브랜드: 유행/혁신성, 성실성,  

보편/안정성, 전문성 

정장 브랜드: 혁신/활동성, 안정성, 

전문성, 보편성 

캐주얼: 유행/혁신성, 활동성, 성실성, 

안정성 

스포츠: 혁신성, 사교성, 성실성 

이승희,  

장윤경, 

박수경 

(2008) 

패션 Faithfulness/stability, professionalism 

김유경 

(2000) 
관여도 

Emotion, passion, sincerity, 

sophistication 

Aaker (1997)에 

+수단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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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선, 

양단 

(2013) 

중국 

진출 

한국산 

Competence, Vitality, Innovation, 

Emotion 
Ko & Yun (2004) 

전형진,  

신상무 

(2011) 

캐주얼  

의류 

친근하고/정직하며/활기찬, 

유능하고/매력적인, 세련된 

Aaker (1997)의 

15개 

민경진,  

홍금희 

(2005) 

여성  

캐주얼 

Uniqueness, competence, 

fashionability, & sincerity 

김용주,  

강명수, 

김병재 

(2013) 

한국산  

패션 

브랜드 

한국: 역동성, 성실성, 유행성 

중국: 역동성, 전문성, 성실성 

이미영,  

오근영 

(2006) 

캐주얼  

(빈폴) 

Excitement/Sophistication, Competence, 

Sincerity, Ruggedness, Smoothness 
Aaker 

(1997)의 42개 Xia-zi, 

Jun 

(2009) 

중국패션 

브랜드 

(중국인) 

sincerity, exciting, competence, 

sophistication, robustness 

Mulyane

gara, 

Yelena 

(2009) 

오스트리

아 패션 

Extravert, conscientious, outgoing, 

agreeable 
Big f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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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브랜드 개성의 효과 

 

브랜드 개성은 인간의 개성과 같이 독특하고 지속적이며 (이승희, 

장윤경, & 박수경, 2008; 이유재 & 라선아 2002),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유지되어 해당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Aaker, 1997). 본 절에서는 브랜드 개성의 결과 변수로 널리 알려진 

인지된 질과 브랜드 몰입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 등의 효과 요인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중저가 브랜드 개성의 효과 변수 

 

국내외 몇몇의 실증 연구들은 브랜드 개성 요인들이 브랜드 

동일시(장수진, 이은영 2008), 선호도 (고은주 & 윤선영 2006; Kim 

2000; 김용주 외, 2013; 이지연, 2013), 방문 및 구매의도(정승화 & 

이유리, 2011), 브랜드 애착 (Karande, Zinkhan, & Lum, 1997), 브랜드 

몰입 (이지연, 2013; 최영수, 2009), 그리고 충성도(Zentes et al. 2008; 

Brakus, Schmitt, & Zarantonello, 2009)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하였다. 다양한 효과 변수들이 논의된 가운데, 본 연구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지된 질, 브랜드 몰입,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를 고려하였다.  

본래 중저가 패션 브랜드는 명품 브랜드와는 달리 브랜드의 지위 

표현성과 개성이 낮은 것으로 고려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SPA의 도약으로 인해 중저가 패션 브랜드군들도 합리적 

가격 대비 소재와 재봉 등의 품질이 높으며(박혜정, 2013), 최신 유행을 

반영하고 (신미향, 2011), 차별화된 VMD를 제안 (정승아 & 최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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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하는 등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따라서 앞서 밝힌 것과 같이 명품 제품의 1/50의 낮은 가격의 제품을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브랜드 자산을 평가 받고 있다 (Interbrand,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럭셔리 혹은 명품 브랜드에 비하여 브랜드 

자산과 관련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 제품과 관련한 품질과 디자인과 같은 물리적 속성, 매장 환경, 

가격 등을 배제하고 브랜드 관련 변수에만 기대어 브랜드 개성의 효과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성공의 중심에 있는 SPA브랜드가 음식의 

패스트푸드(Fast Food)에서 변형된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이라 

불리거나, 디스포져블 패션 (disposable fashion)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박은희 & 구양숙, 2012), 중저가 패션 브랜드는 빠르게 생산되고 

소비되며 처분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중저가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존을 위한 적절한 매출 규모 확보를 위해서는 판매 

횟수가 명품에 비하여 매우 빈번해야 한다. 이러한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규고객의 확보 뿐 아니라, 두터운 충성고객층의 형성과 반복적인 

재구매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브랜드와 고객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변수로 대표적인 것이 브랜드 몰입과 충성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브랜드 몰입과 충성도를 브랜드 개성의 매우 중요한 효과 변수로 

고려하였다. 한편 브랜드 개성이 몰입과 충성도를 형성하는 데, 인지된 

질을 함께 고려하였다. 중저가 패션 브랜드는 합리적 가격 때문에 질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나 (Lambert, 1980), 

최근의 생산 기술의 발달과 규모의 효과가 증폭된 결과 중저가 패션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이 성공의 요소로 인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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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구조 중에 어떠한 차원이 인지된 질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2. 브랜드 몰입 (brand commitment) 

 

브랜드 개성이 브랜드의 성격이나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결과 변수로써 브랜드 몰입은 빈번하게 제안되었다. Morgan & Hunt 

(1994)에 따르면, 몰입은 하나의 개체가 또 다른 개체와의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만큼 

중요하다고 믿을 때라고 정의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브랜드 몰입은 

소비자가 브랜드와 자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들이는 것이다. 브랜드 몰입은 태도적 충성도나 브랜드 애착과 유사한 

개념으로 그 정의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몰입은 

브랜드에 대한 경제적이고 감정적이며 심리적인 애착을 뜻하여 충성과는 

명확히 다르다 (Thomson, MacInnis, & Park, 2005). 패션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요인이 몰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 

희귀해 다른 소매산업에서 연구된 것과 브랜드 몰입과 유사한 브랜드 

애호도(preference)나 태도(attitude)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함께 살펴보았다.  

몇몇 연구자들은 브랜드 몰입을 다차원으로 분리하여 정의하기도 

하였다. Guteron (2008)은 몰입의 정의를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계적 몰입과 거래 브랜드를 바꾸지 않겠다는 애착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 개성 요인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 Fullerton (2003)은 

브랜드 몰입을 고객이 브랜드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적인 몰입(affective 

commitment)과 지속성(continuance commitment)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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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감정적 몰입은 브랜드에 대한 깊은 소유를 

뜻하는 반면, 지속적 몰입은 브랜드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지속적 몰입은 대개 감정적 몰입과 달리 전환비용이 

높거나 대안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브랜드 개성과 몰입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된 바 있다. Ambroise (2005)은 브랜드 개성이 브랜드 태도보다는 

몰입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고, 소매업체에 대한 브랜드 

개성과 몰입의 관계를 연구한 Ben Sliman, Ferrandi, Merunka, & 

Valette-Florence (2005)도 브랜드 개성이 소매업체와의 관계적 

몰입이 매우 높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Louis & 

Lombart (2010)의 코카콜라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도 브랜드 

개성은 모두 브랜드 애착, 신뢰, 그리고 몰입 등 다양한 결과 변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개성요인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 변수는 모두 상이 하였으며, 결국 

몰입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도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구조가 브랜드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하였다.  

패션 브랜드에 관련한 국내 문헌에서 브랜드 개성과 몰입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특정 복종에 한정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은주와 성윤영 (2004)가 밝힌 것과 같이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구조가 복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아웃도어 복종의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구조가 브랜드 애착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이지연(201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웃도어 복종은 성실, 

흥미, 활력, 그리고 전문성의 4개의 브랜드 개성 차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브랜드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실과 

흥미로 나타났다. 활력과 전문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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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이지연(2013)은 

소비자가 매장이나 광고 등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산만하고 

고가 등의 가격 전략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느껴지는 브랜드는 

소비자가 브랜드와 장기적이고 결속력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최영수(2007)가 골프웨어의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요인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흥미와 활동성과 함께 고급성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지연(2013)의 아웃도어의 경우와 결과가 상이 하였다. 

복종에 따라 브랜드 개성 차원은 상이하게 존재할 뿐 아니라, 개성 차원 

간의 유사성을 고려하더라도 복종별로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태도나 

몰입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브랜드 개성 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한국산 패션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개성의 효과를 검증한 

김용주외 3인(2013)은 한국 소비자들은 역동성, 성실성, 그리고 

유행성이 모두 브랜드 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국 

소비자의 경우는 역동성과 성실성만 유의하고, 전문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화에 따라서 브랜드 애호도를 

결정하는 브랜드 개성 차원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PA브랜드를 포함한 중저가 패션 브랜드들의 개성을 설명하는 다차원 

요인 구조를 규명하고 그 요인들이 각기 브랜드 몰입을 형성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인지된 브랜드 질(perceived brand quality) 

 

기업이 제안하는 브랜드의 질을 소비자가 어떻게 인지하는 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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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지된 질이 어떻게 브랜드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는 지를 

이해하는 것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Kandampully, 1998). 

통상적으로 인지된 질은 실제의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의 비교로 

결정되는 태도라고 알려져 있다 (Parasuraman, Zeithaml, & Berry, 

1985). 이렇게 인지된 질은 제품의 탁월함과 우월함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으로 정의되며 (Zeithaml, 1988; Aaker & Jacobson, 1994), 

주관적인 인식에 기반한다 (Lobo, Maritz, & Mehta, 2007). 이렇게 

인지된 우월한 질은 새로운 고객에게 매력적일 뿐 아니라, 재구매를 

촉진하여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Parasuraman, et al, 

19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된 질과 소매업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의 직접적인 관계를 연구한 것을 매우 드물다 (e.g., Yoo, Donthu, 

& Lee, 2000). 본 연구는 중저가 패션 제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매업체 브랜드에 대하여 연구하여 이러한 연구의 흐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지된 질과 고객의 충성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빈번하다 

(Ha, et al, 2011). 백화점의 광고 비용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Hameed(2013)는 인지된 질이 유의하게 그 둘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실증하였다. 그는 대형 광고를 걸고 많은 비용은 에 

대소요한다는 것만으로 고객을 충성하게 할 수는 없으나, 광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브랜드의 질 자체를 높게 인지하게 만들고, 

상점의 이미지를 고양하여 결국은 브랜드 충성 행동으로 이끌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인지된 질은 충성도의 선행 변수로 알려진 고객 

만족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의류 제품에 대한 인지된 질을 연구한 몇몇 연구들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을 내재적 외재적 단서에 의해서 인지한다며 다차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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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정의했다 (Kirmani & Zeithalm, 1993; Fiore & Damhorst, 

1992). 제품의 인지된 질을 평가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내재적 

단서는 제품 자체나 소재의 물성 등의 물리적 성격을 바꾸지 않고는 

바뀔 수 없는 제품 속성인 반면에, 외재적 단서는 물리적 제품의 부분은 

아니지만 브랜드 이름이나 가격, 광고 모델 등과 같이 제품의 물리적 

속성의 변화없이 조작할 수 있는 요소이다 (Olson & Jacoby, 1972). 본 

연구에서 인지된 질은 브랜드 자산의 한 요소로써 내재적 그리고 외재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 일차원적 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Fournier (1998)는 전략적으로 관리된 브랜드 개성은 해당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개성이 소비자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적으로 수 차례 검증되어 왔으나, 브랜드 자산(brand equity)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검증된 바가 거의 없다 (Lin, 2010).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 중심 브랜드 자산 중 인지된 질에 브랜드 개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외재적 혹은 내재적으로 

인지된 질을 분리하지 않고, 브랜드 전체에 대한 인지된 질로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 중심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하나의 변인으로 

고려된 Netmeyer와 동료들(2004)이 제안한 인지된 브랜드 질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그들은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 브랜드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의도에는 지각된 

브랜드의 전반적 품질과 경쟁 브랜드 대비 차별화, 그리고 가격 대비 

높은 가치의 개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Netemeyer, et al. 2004). 브랜드 개성은 선호와 사용 뿐 아니라, 



 

４２ 

브랜드에 대한 고양된 감정적 유대감과 신뢰에 영향을 준다 (Siguaw, 

Mattila, & Austin, 1999). 따라서,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 속성과 마케팅 

전략에서 나온 브랜드의 ‘영혼’으로서 소비자가 브랜드의 질을 

인지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Ramaseshan & Tsao, 2007).  

그러나, 브랜드 개성의 어떠한 차원이 인지된 브랜드 질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한 연구는 희소하다. 브랜드 개성 

자체보다는 브랜드 개성의 동일시가 인지된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몇몇 존재하였다. 일례로, Erdogmus & Büdeyri-Turan 

(2012)는 개성 일치와 브랜드 지위(prestige)는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인지된 질에 의해서 매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동일시된 브랜드 개성 요소 중에 흥미(Excitement)는 브랜드 지위에 

영향을 주었고, 강인함(Competence)은 브랜드의 외양 

질(Appearance)에 신의(Sincerity)는 제품의 물리적 질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다차원 구조를 

규명하고 각각의 차원이 인지된 브랜드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해 

보고자 한다.  

 

4. 브랜드 충성도 (brand loyalty) 

 

시장 내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시장은 점점 작게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다. 수 년 동안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하는 것은 모든 기업들이 시장 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강조되어 왔다. Kotler & Keller (2005)은 20-80 법칙에 

기반하여 상의 20%의 고객이 기업의 80%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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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이는 고객과 기업의 장기적 관계를 가능케 하여 고객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한다. 

충성도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충성고객은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고 

가격민감도가 낮아 경쟁자의 광고에 쉽게 현혹되지 않으며, 기존 고객은 

기존 고객의 프로세스와 제품 사양에 익숙하여 서비스 제반 비용이 낮고, 

긍정적인 구전효과를 가져서 신규고객을 끌어오는 영업사원의 역할을 

하는 등 브랜드 충성도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였다(Lin, 2010). 

브랜드 충성도의 정의는 Jacoby & Olson (1970)에 의해서 제안된 

것이 가장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브랜드 충성도를 예측 

가능한 비교적 장기적인 행동의 반응의 결과로 정의하고 하나 이상의 

브랜드를 고려한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서 형성된 심리적인 구매 

과정을 뜻한다고 하였다. 또한, 브랜드 개성은 해당 브랜드의 

소비자에게 더욱 소구하는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과의 일치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브랜드 충성도를 제고한다 

(Keller 2001). Mengxia (2007)은 브랜드 개성이 소비자 브랜드 선호, 

애착, 충성도 그리고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의 실증적 증거를 

남겼다. 또한, Kumar, et al. (2006)는 브랜드 개성과 충성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내구재(예 자동차)와 소비재(예 치약)에 대해 그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소비재에서 그 관계가 더욱 공고한 것을 밝혀냈다. 

한편 Lombart & Louis (2012)는 소매업체(Fnac)에 대한 브랜드 개성 

요인을 도출하고 소매업체 만족과, 미래 구매 행동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매 업자의 브랜드 개성은 Congeniality, 

Originality, Conscientiousness, 그리고 preciousness 등 4개 차원을 

발견하였고, 이들 4개 차원은 모두 만족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에는 Congeniality와 Originality만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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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고, 충성도에는 어떠한 개성 차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브랜드 개성이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며,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초기 연구들에서 연구자들은 대개 브랜드 충성도의 측정 도구로 

재구매 행동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브랜드 충성도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태도적 (affective) 

충성도인 것을 주장하고 있다 (Bennett & Rundle-Thiele, 2000). 다른 

한편으로 복수의(polygamous) 브랜드에 충성한다는 이론을 주장하는데, 

이는 소비자가 단 하나의 브랜드만 구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Dowling & Uncles, 1997). Baldinger & Rubinson(1996)가 주장한 

것처럼, 브랜드 충성도는 감정적 충성도와 행동적 충성도를 포괄한다. 

행동적 충성도는 소비자가 하나의 특정 브랜드에 선호와 친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하나 실질적인 구매 행동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반면, 행동적 충성도는 실질적인 구매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Groth & McDaniel (1993)는 이러한 감정적 충성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를 항상 표현한다고 믿었다. Eisman & 

Regina (1990)은 행동적 충성도를 특정 브랜드에 대한 정기적 

구매행동을 가진 소비자의 만족으로 정의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의 다른 종류들을 고려하면서, Assael (1993)은 

브랜드 충성도를 동일한 브랜드에 대한 구매 경험이 축적되면서 형성된 

소비자 만족에 근거한 반복 구매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Oliver(1999)에 연구에 따르면, 브랜드 충성도는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인지적(cognitive), 감정적(affective), conation(의욕적), 

그리고 행동적(action) 충성도이다. Day (1990)가 제안한 것처럼 그저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적어서 해당 브랜드 혹은 상품을 반복 구매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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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행동적 충성도는 피상적인 브랜드 충성으로, 심리적인 애착과 

몰입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구매를 하게 되는 진정한 충성도와 구분되어 

이해하였다. 이는 브랜드 개성이 브랜드 자산을 통해 행동적 충성도로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가 더욱 강력한 브랜드 개성을 지닌다 하겠다. 

표면적 브랜드 충성도는 그 브랜드가 소비자의 반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일한 선택지일 경우 발생한다. 다른 한편으로 진정한 브랜드 

충성도는 소비자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몰입을 보이면서 항시 구매하는 

경우이다.  

<그림 2-4>에서 보는 것처럼 Dick & Basu(1994)는 충성도를 

아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때, 소비자 충성도는 개인의 상대적 태도와 

반복적 구매 행동 사이의 관계가 강한 정도로 볼 수 있다. Chaudhuri & 

Holbrook (2001)는 행동 충성도와 감정 충성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별도로 활용하였다. 또한, Aaker(1996)는 브랜드 충성도 측정 도구에 

태도와 행동 관련 항목을 모두 포함하였다. 

 

 

출처: Dick & Basu (1994, p.101) 

<그림 2-2> 다차원 충성도 모델 

 

중저가 패션브랜드는 명품이나 내수 브랜드와는 달리 저가의 

합리적인 품질을 제안하여 감정적 충성도 보다 행동적 충성도가 앞설 수 

있다. 태도 변화 이론에서도 보여지듯이 저가 혹은 저관여 상품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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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이후에 태도를 형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아직 토종 중저가 

패션브랜드에 대하여는 감정적 충성도가 형성되기 전으로 보여진다. 

이에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개성의 효과가 태도적 충성도 

보다는 행동적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Zentes와 동료들(2008)의 브랜드 개성의 충성도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태도에는 브랜드 개성 요인들이 태도적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행동적 충성도에는 흥미와 성실성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Lin(2010)도 비디오 게임 브랜드(e.i., 

B&AI) 에 대한 브랜드 개성이 태도적 충성도에는 유능성과 세련됨이 

유의하였으나, 행동적 충성도에는 유능함 만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 행동 모델(Ajzen, 1991)에서도 보여지듯이, 소비자의 

행동은 태도에 의해서 매개되는 것이라 보여진다. 패션 시장 내에서 

중저가 패션브랜드는 소비재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가격이 낮고 유행 

민감성이 높거나 일상용품(commodity)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습관적으로 중저가 패션브랜드 매장에 방문하고 기존의 패션 

상품과는 다른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높다.  

 

5. 인지된 질과 몰입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충성도의 선행 변수는 고객이 브랜드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가의 정도, 즉 몰입이라고 실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Fullerton, 2003; Morgan & Hunt, 1994; Uncles, et al, 2003). 

Bozzo, Merunka, & Moulins (2003)은 몰입한 소비자는 장기적 브랜드 

소비를 영속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적 희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연구들이 충성도에 대한 몰입의 영향을 실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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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nschitzky 와 동료들은 (2006) 몰입과 충성도를 태도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이러한 다차원 몰입과 충성도 간의 

관계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대안과 비용에 의거한 지속적 몰입보다 

태도적 몰입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드러났다. 

Fullerton (2005)는 소매업 서비스 브랜드로 SPA브랜드인 GAP과 

커피숖 브랜드인 TIM HORTONS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브랜드 몰입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여기서 연구자는 브랜드 몰입을 

애착적(affective) 몰입과 지속적(continuance) 몰입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충성 행동 또한 재구매(repurchase)와 추천 의도(advocacy 

intention)으로 나누어 그 관계를 연구하였다. 우리의 관심사항인 의류 

소매 브랜드로서의 GAP에 대한 결과에 집중하여 볼 때, 두 종류의 

몰입은 모두 재구매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전 의도에 대하여는 반대로 애착적 몰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속적 몰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갑연 (2014)는 국내 패션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인해 향후 큰 

경쟁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감각적, 감정적, 지적, 그리고 행동적 브랜드 경험 하위개념으로 구성된 

소비자의 다차원적인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 경험과 만족, 신뢰, 

몰입으로 구성된 고객과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 간의 관계의 질 및 

브랜드 충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의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 경험은 고객과 글로벌 패스트패션관계의 질 

구성요소인 브랜드 만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브랜드 몰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 

만족은 브랜드 신뢰 및 몰입에 영향을 미쳤으며, 브랜드 신뢰도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고객과 글로벌 패스트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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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질 구성요소인 만족, 신뢰, 몰입 모두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as (2014)는 소매업체의 개성과 인지된 질 그리고 충성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서 소매업체의 브랜드 개성은 인지된 질과 

충성도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인지된 

질 또한 충성도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터키의 

2030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Erdogmus & Büdeyri-Turan (2012)는 

기성복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인지된 질과 브랜드 일치의 역할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인지된 질이 브랜드 충성도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도 브랜드 개성 동일시는 

충성도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인지된 질에 의해서 매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지된 질과 몰입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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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입브랜드 관련 소비성향 

 

일반적으로 모든 브랜드는 해당 브랜드가 최초에 만들어진 본사가 

위치한 문화 혹은 나라가 있고, 그 문화를 바탕으로 브랜드 개성을 

형성하고 소통하기 마련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고, IT등을 

통해서 전세계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게 되면서 시장이 

동질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지속적으로 국가나 문화에 따른 소비자 인식과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해 오고 있다. 브랜드가 발생한 문화 안에서 형성된 개성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해당 시장에 맞게 변주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일반화되어 소통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성은 수입된 문화의 다른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되기도 하고, 국수적인 태도를 가진 

소비자들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글로벌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사람들은 원산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가하여 인식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수입 의류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식이 국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지에 관심을 가진다. 이 때, 수입제품에 대한 소비성향을 

알려주는 지표인 자국민중심주의와 그 반대의 성향인 지위소비성향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이라는 국적의 차이가 국적에 

관계없이 세계를 하나의 표본으로 고려하였을 때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비자 행동 및 인식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지 그리고 국적의 차이에 의한 것과 어떻게 상이한 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2030 여성 소비자들은 80년대 이후 

탄생하여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인식하는 경향 즉 세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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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큰 소비자이다 (윤송이 & 이규혜, 2007). 특히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IT의 발전은 시공간을 넘어 지구촌의 소비자와 

기업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모바일 기기의 발전으로 소비자들의 삶 속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가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발전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의 소비자가 다르다는 가정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국가 문화 즉 국적에 의해서 발생되는 차이가 개인적인 소비성향에 의한 

차이와 유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상대적으로 신흥국에 속하며 빠른 경제발전을 겪어온 중국과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유럽에서 시작된 글로벌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에 

대한 개성과 그 효과를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로서 수입브랜드와 관련한 

다양한 소비성향을 고려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아래에서는 문화 가치, 

자민족중심주의, 지위소비성향, 그리고 브랜드 원산지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화 가치와 브랜드 개성 

 

“Culture is the collective programming of the mind that 

distinguishes the members of one group or category of people from 

others".  - Hofstede (2011) -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 소비자의 브랜드 개성 인식과 그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국가 문화를 정의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 온 Hofstede의 이론적 틀을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기반으로 



 

５１ 

도입하였다 (Eisingerich & Rubera, 2016). Hofstede는 국가 문화를 

국민 즉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기저의 가치()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증연구를 통해 

개선해 오고 있다. Hofstede는 이러한 국가 문화를 설명하는 가치로 

6개의 국가 문화 차원을 제안한다. 바로 개인주의(Individualism), 

권력거리 (Power Distance Index), 위험 회피 성향(Uncertainty 

Avoidance), 남성성(Masculinity), 장기지향(Long-term orientation), 

그리고 관용(Indulgence)이다. Hofstede와 그 연구진이 가장 최근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Hofstede, 2011), 중국과 한국은 권력거리, 

개인주의, 그리고 장기지향에서 미국과 스웨덴 등 서구 국가들과 

일관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브랜드 소비와 관련되어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개인주의와 

장기지향주의를 본 연구의 관심으로 설정하였다.  

 

 

* itim의 홈페이지((https://geerthofstede.com) 게시된 점수를 저자가 도식화  

<그림 2-3> Hofstede 문화가치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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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에서 보여지듯이, 한국과 중국은 모두 개인주의의 

반대되는 개념인 집합주의(collectivism) 성향이 강한 국가로 

개인주의에서는 미국과 스웨덴에 비하면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개인주의가 가장 높은 미국은 91점을 받은 것에 반해, 중국과 한국은 

각0각 20점과 19점이 불과하였다.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집합주의 성향은 매우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주의성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미국과 

스웨덴에 비하여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100점 

만점을 받아 87점을 얻은 중국에 비해서도 그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5>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비교 

정의: 주요 집단으로 개인들을 통합시키는 경향과 관련 

개인주의 집합주의 

돌봐야 하는 것은 그/그녀 자신이나 직계 

가족으로 한정된다 

그들을 돌봐주는 부족이나 대가족에 

충성으로 보답하도록 태어난다. 

“나” 중심 “우리” 중심 

사생활의 권리 소속을 강조 

나의 마음을 말하는 게 건강하다 조화는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타인은 개인으로 분류된다 
타인은 “소속그룹”이냐 ‘아니냐’로 

분류된다 

사적인 의견이 중요: 1사람당 1개의 

투표권 

의견과 투표권은 소속 그릅에 의해서 미리 

결정된다. 

규칙을 어기는 것은 죄책감으로 이어진다 
규칙을 어기는 것은 부끄러움으로 

이어진다 

“나”라는 단어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나”라는 단어의 사용이 회피된다 

교육의 목적은 어떻게 배우는가를 배우는 

것 
교육의 목적은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는 것 

업무가 관계보다 앞선다 관계는 업무를 앞선다 

 

개인주의는 집합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통합되는 정도를 말한다. 개인주의 사람들은 자신 혹은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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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만을 책임지며, “나” 중심의 사고를 하고 말한다. 소속그룹보다는 

개개인으로 타인을 인식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주저하기 않는다. 

중국과 한국은 집합주의가 매우 강한 나라이지만, 2030대를 중심으로 

서구의 개인주의가 점차 반영되고 있다(<표 2-6> 참조) 

 

<표 2-6> 단기주의와 장기주의 비교 

정의: 노력을 미래 혹은 현재와 과거 중 어디에 집중할 지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 

단기주의 성향 장기주의 성향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과거나 현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미래 

끈기와 안정성: 좋은 사람은 항상 같다 좋은 사람은 환경에 적응한다 

선악에 대한 정의는 우주적으로 

일반적이다 
선악의 정의는 환경에 달려있다 

전통은 신성불가침이다 전통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 가능하다 

가족생활은 불가침에 따른다 가족생활은 공유된 업무에 따른다 

나의 국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다른 국가로부터 배우고자 노력한다 

타인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목표 근검절약과 보존이 매우 중요한 목표 

사회적 비용과 소비 저축이 중요 

학생은 성공과 실패를 운에 따른다고 

생각 

성공은 노력, 실패는 노력의 부족에 

귀인 

가난한 국가는 경제 발전이 느리거나 

없음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번영함 

 

한편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장기지향은 애초에 

중국인 학자들에 의해서 디자인된 설계에서 시작되었다 (Hosftede, 

2011). 이는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되었는데, 이는 최근의 

경제성장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지향이 강한 사회에서는 현재나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이나 주위의 판단이 중요해서 좋은 사람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위해서 근검절약과 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투자보다는 저축을 선호한다. 성공은 운보다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와 단기성향에 대한 내용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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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에 요약되어 있다. 

동일한 문화 속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에 대해 

반응할때, 유사한 문화적 의미를 바탕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의 사용자든 비사용자든 간에 브랜드 개성에 대한 인식이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상이한 시장에서는 브랜드 개성에 

다른 문화적 의미가 접목되면서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 의도한 것과 

동일하게 인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Phau & Lau, 2000).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결과적으로 항상성 있는 글로벌 이미지와 브랜드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는 데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Cateora & Graham, 

2007). 이에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문화적 의미의 차이에 따라서 기업이 의도한 브랜드 개성이 다르게 

인식될 위험을 인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Foscht, et al., 2008). 

브랜드 개성 연구를 다양한 문화에 접목시키면서 많은 학자들은 

효과적인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Aaker & Joachimsthaler 

1999; Cayla & Arnould 2008; Holt, Quelch, & Taylor 2004; Hsieh 

2002). 브랜드 개성의 5개척도를 개발한 Aaker 또한 미국을 바탕으로 

개발한 브랜드 개성의 5개 척도를 다양한 문화에서 반복적으로 

적용하면서, 상이하게 존재하는 척도의 구조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브랜드 전략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장기적인 견지에서의 수익성 있는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토착화(localization)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Cayla & Arnould 2008; Douglas & Craig 1997; Strizhakova, Coulter, 

& Price 2008).  

Aaker & Maheswaran (1997)가 문화가 브랜드 개성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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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과정에 대한 연구가 희소한 것을 

지적한 이후에도, 국가 문화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적용하여 브랜드 

개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Phau & Lau (2000)은 브랜드 개성에서의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Hofstede의 국가 문화 가치를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Foscht, et al., (2008)는 영국, 싱가프로,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개인주의, 남성성, 권력거리, 

성과지향 등 Hoftede가 제안한 국가 문화 가치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따라서 브랜드 개성이 상이하게 인지되는 것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강력한 

브랜드 개성으로 인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이 다르므로 일정한 브랜드 개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는 소비자가 다른 제품과 브랜드를 

평가하고 인지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 (Quester, Karunaratna, & Kee 

2000). 문화에 따라 소비자가 브랜드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Aaker, et al., 2001; Chaplin & John, 2005 ; 

Foscht, et al , 2008 ; Xue, 2008).  

브랜드 개성은 대부분 소비자들이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인식하고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에 따라서 

소비자가 남들과 구분되고자 하는 (need for distinctiveness)의 욕구는 

상이하다 (Hofstede, 1980). 개인주의가 낮은, 다시 말해서 집합주의 

국가의 소비자들은 그들의 동료와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집합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일수록 사회적인 책임이 강한 행동에 

민감하고 그들이 소속한 넓은 집단을 위한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하여 

제품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경향이 높다. 장기주의적 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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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문화의 소비자들은 체면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단기주의문화에서는 체면을 차리는 것을 유약함의 상징으로 생각한다 

(Hofstede, 2001). 단기주의성향이 강한 국가 문화의 소비자들은 

사회적 웰빙보다는 개인적이고 빠른 결과를 보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Hofstede 2001; Van Everdingen & Waarts 2003). Aaker & 

Schmitt (1997)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브랜드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동조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Hofstede의 국가문화를 연구에 도입한 대부분의 경영 및 

마케팅 분야 연구들은 표본에 직접 Hofstede 국가 문화를 측정하지 

않고, Hofstede가 제안한 일반적 점수를 차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권종욱 & 오대혁(2010)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시된 많은 비교문화 

연구에서 Hofstede의 국가 문화 차원이 실제로 측정되어 분석된 바는 

없다. 그러나, Hofstede가 제안한 것처럼, Hofstede가 측정한 점수는 

해당 국민 전체의 문화를 측정한 것으로 본 연구와 같이 성별과 연령을 

제한한 경우 다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Hofstede, 2011).  

그러나, Hofstede의 국가 문화 차원은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 하고 국가로 대변되는 표본 전체의 점수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도 중국과 한국의 실제 점수를 알아보고 

Hofstede의 최근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브랜드 개성의 효과에 대한 개념적 모델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Hofstede의 국가 문화 척도를 질문하고 

국가 문화 점수를 측정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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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브랜드와 소비성향 

 

지위 소비 행동은 부정적으로 이해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명품 

브랜드와 관련된 패션 산업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이해되어 오고 

있다(Park, Rabolt, & Jeon, 2008; Phau & Leng, 2008; Demirbag, et 

al., 2010). 특히 중국과 한국과 같이 빠른 속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신흥국의 경우 지위소비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전통이 깊은 명품 

브랜드가 대개 부재한 신흥국에서 글로벌 브랜드는 대개 지위추구소비의 

대상이 되기 쉽다 (de Waal, 2008). 이러한 상황에서 지위소비성향은 

글로벌 브랜드에 대항한 자민족중심주의와 반대적인 의미에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위소비성향과 자민족중심주의를 동시에 

다루어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중국과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지위소비성향 (Status Consumption Tendency)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는 일정한 사회 내에서 상대적인 부와 

권력 그리고 품위에 기반하여 개인이 위계적으로 계층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종종 물질적 소유로 상징되며 소득수준, 직업의 종류, 

그리고 교육수준으로 측정된다 (Schiffman LKanuk, & Wisenblit, 

2010). 반대로 지위 소비(status Consumption)는 지위에 대한 욕망에 

의해서 동기 부여된 소비자 구매 행동을 의미하여 실제의 소득이나 

사회적 계급 위치 등의 실제 지위 관련 요소와는 별개일 수 있다 

(Eastman, Goldsmith, & Flynn, 1999). O’cass & Frost(2002)는 

지위소비를 지위를 상징하고자 하는 갈망을 명백하게 하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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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력이라고 개념화하였다. 부유한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고자 혹은 하위 계층의 사람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하고자 

지위소비 상품을 사용한다 (Dubois & Duquesne, 1993). 반면에, 

그렇지 못한 소비자들은 그들의 이상적인 사회 계층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 지위 소비 상품을 과시적으로 소비한다. 

지위소비성향은 Eastman, et al. (1999)에 의해서 그 개념이 정리되었다. 

그들은 “개인 뿐 아니라 중요한 타인에게 지위를 상징화하고 암시할 수 

잇는 상품을 소비하는 과시적(conspicuous) 소비를 통해서 개인 

소비자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동기화 

과정”이라고 지위소비성향을 정의하였다.  

이렇게 브랜드 전략은 사실 지위소비성향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Shukla(2010)는 브랜드의 선행요인들과 지위 소비의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O’cass & McEwen (2004)는 지위 소비 

성향이 강한 브랜드는 배타적 유통 또한 희소성의 가치를 높이며 

브랜드의 지위 소비를 가중시키기도 한다 (Dubois & Paternault, 1995). 

브랜드의 특성이 차별화될수록 지위 소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최근 

젊은 세대들은 TV와 라디오 등의 전통적 매체에서 SN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디어에 둘러싸여 브랜드 위시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에 사회화 

되어왔다 (Wolburg & Pokrywczynski, 2001; Bakewell & Mitchell, 

2003).  

연령과 소비성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젊은 세대일수록 

나이든 세대에 비하여 더욱 물질적이고(Belk, 1985; Richins & Dawson, 

1992; Clevel& et al., 2009), 지위 소비 성향이 강하며 (Park et al., 

2008; Phau & Leng, 2008), 낮은 자민족중심주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Shimp & Sharma, 1987; Caruana, 1996; Shankarmahes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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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yssochoidis et al., 2007; Clevel& et al., 2009). 또한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와 보상을 선호하고, 자존감이 높고 자아의식이 강하여 

사회적 승인에 대한 필요를 적게 인지한다. 그들 자신의 권리를 보유한 

개인으로써 인지되고 취급 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사회전체적으로 

수용된 공통의 것보다는 진귀하고 새로운 것(authenticity)을 선호하는 

편이다 (Twenge & Cambell, 2008).  

 

(2) 자민족중심주의 (Ethnocetnrism)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라는 용어는 Shimp & Sharma(1987)에 

의해서 소비자 제품의 국제교역이 일반화된 198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그들에 따르면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는 “수입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가 인지하는 적절성과 도덕성 의식” 라고 

정의된다.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Shimp & 

Sharma (1987)는 Consumer EThnocentrism scale(CET)을 개발했다. 

자민족중심주의가 없는 소비자들은 수입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제품을 

평가할 때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고려가 없는 반면에, 자민족중심주의 

소비자들은 수입된 해외 제품의 소비가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고 실업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국노적인 행동이라고 바라보는 일종의 경멸의 시선을 

지니고 있다.  

Klein, Ettenson, & Krishnan (2006)은 자민족중심주의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 선진국에서 실증적으로 다루어진 데에 착안하여 러시아와 

중국 등 신흥국에서 자민족중심주의의 개념을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선진국의 경우는 국산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인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개 국산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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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비하여 선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Balabanis et al., 2001; 

Bilkey & Nes, 1982; Netemeyer et al., 1991; Wall & Heslop, 1986). 

이에 몇몇 학자들은 신흥국에서는 국산 브랜드가 수입브랜드에 비하여 

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거나 덜 선호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CET척도를 신흥국에 적용하는 것도 실증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ttenson, 1993; Heslop & Papadopoulos, 1993). Klein과 

동료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6), 러시아는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입 제품를 선호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중국은 선진화된 서구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자민족중심주의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자들도 수입산에 비하여 국산 제품을 열등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Saffu, Walker, & Mazurek (2010)은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가 수입된 상품에 대한 자국 브랜드 상품에 대한 선호로 

요약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의 신흥국에서는 서구 미디어에 길들여지면서 

소비자의 실질적 구매력을 넘어서는 지위 소비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Dubois & Duquesne, 1993). 이에 

자민족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이 어떻게 브랜드 개성과 그 효과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등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신흥국이기 때문에 더 

큰 시사점을 가질 것이다.  

 

(3) 브랜드 원산지 효과 

 

Schooler (1965)와 Reierson (1967)가 국제 마케팅 전략에서 



 

６１ 

국가이미지의 중요성을 시사한 이후 원산지의 국가 이미지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후 관련 연구들은 

원산지의 역할을 다양한 제품류, 브랜드, 구매 위험, 가격 등의 기업 

전략과 관련하여 연구해 왔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지리적 경계가 

확대되면서 전세계 시장은 더욱 복잡하게 연결되어 상호의존적으로 

변화되었다. 국제 교역이 성장하면서, 원산지를 2개 이상 가지고 즉 

생산지와 브랜드 본사의 위치가 상이한 hybrid 상품은 이미 

일반화되었다 (Han & Terpstra, 1988; Chao, 1993). 이에 1980년 이후 

학자들은 원산지 즉 제품이 실제로 제조된 국가 보다는 브랜드의 본사가 

위치한 곳, 즉 브랜드 원산지로 그 개념을 진화시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들도 원산지의 소비자의 태도에 대한 브랜드의 

상당한 영향을 강조해왔다. (e.g. Bilkey & Nes, 1982; Tse & Gorn, 

1993). Johansson, Douglas, & Nonaka (1985)에 따르면, 브랜드 

원산지 (Country of origin)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마케팅 하는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의해 정의되며 대부분 그 제품이 그 국가에서 

실제로 제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p.389).”  

그러나, IT의 발전으로 전세계 시장의 일원화와 글로벌화가 급속한 

속도로 촉진되며, 원산지(Country of Origin)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초기 원산지의 개념은 문자 그대로 실제 생산되는 

국가의 개념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와 인력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에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브랜드를 중심으로 세계적 

인건비 상승과 규모의 경제 효과 달성을 위해 많은 기업들은 본사만 

유럽이나 미국 등 브랜드 근원지에 유지한 채, 실제 생산지는 임대료와 

인건비가 저렴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켜 왔다. 이에 

기존의 원산지의 개념은 실제 생산된 지역과 브랜드 본사가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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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으로 그 개념이 이원화 되었다. 특히 패션 브랜드의 경우는 글로벌과 

로컬브랜드를 막론하고 중국과 아시아 인도 지역으로 원단 및 봉제 

설비와 인력이 밀집되어 브랜드 별 생산지의 차이를 논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원산지’를 브랜드 본사가 위치한 ‘브랜드 

원산지’의 좁은 의미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브랜드를 마케팅 하는 본사가 위치한 것이 브랜드 원산지로 

재정의 될 만큼, 브랜드 전략과 원산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이에 Phau & Prendergast (2000)는 생산지에 관련된 원산지 개념보다 

브랜드 원산지가 더욱 우월한 개념이라고 밝히며, 브랜드 원산지의 

개념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서 브랜드 원산지가 브랜드 개성을 

포함한 브랜드이미지와 인지된 품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실증 연구로 뒷받침 되지는 못하였다. 윤성환(2006)은 상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에 브랜드개성과 국가이미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브랜드 개성이 국가이미지의 효과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Han(1998)의 연구결과와 같이 국가이미지의 

효과는 브랜드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을 때에만 유한하며,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원산지의 효과는 점차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 

소비자들이 유럽을 원산지로 하는 글로벌 SPA브랜드와 비교하여 

한국의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개성을 얼마나 다르게 인지하는 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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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문제 및 모형 

 

본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개념적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실증하기 위한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중심은 중저가 패션브랜드 브랜드 개성이 

한국과 중국 등 2개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면적으로 인지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어, 다면적 

브랜드 개성 차원들이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 대한 한·중 소비자들의 

평가, 충성도, 그리고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한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에 대해 별도로 개발된 개념적 모델은 연구 대상이 

된 유럽과 한국 원산지 브랜드에 따라서 비교하여 적용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패션 브랜드 개성의 효과들이 소비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동태적 효과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각 단계의 모든 연구 

결과는 중국과 한국의 두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비교 대조되어 토론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근대적 발전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크게 상이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인 관습 뿐 아니라, 그 속의 소비자 행동에서도 매우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전세계 패션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중국시장에서 몇몇의 국내 중저가 브랜드들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첫 진출에서 쓴 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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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 개성과 그 효과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 소비자 행동을 비교 

연구해보자 한다. 다른 소비재(commodity)는 상품 속성 자체에 브랜드 

개성을 담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어려운데 반해, 패션 

브랜드는 디자인, 소재, 색상에서 가격에 이르기 까지 제품의 객관적 

속성에 개성을 담아 소통 가능하다. 이에 브랜드 개성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개 유럽을 원산지로 하는 글로벌SPA 

브랜드와, 이에 대응하여 중국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국 

원산지의 중저가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와 원산지 등의 

다각적인 탐색적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향후 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 구축에 실무적 함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중국과 한국 소비자가 인지하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구조를 밝히고, 브랜드 원산지와 개별 브랜드 별 브랜드 

개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탐색한다.  

 

1997년 Aaker가 브랜드 개성 척도를 제안한 이후, 가장 많은 

브랜드 개성 연구에서 활용된 42개 항목을 기반하여 SPA브랜드 개성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후 몇몇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Aaker의 브랜드 개성 척도는 이론적 체계에서 유도된 것이 아니라, 

실증적 데이터에서 유도되었기 때문에, ⑴ 다양한 문화와 ⑵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탐색되어 일반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Austin, et al., 2003). 이에 본 연구는 Aaker가 최초로 

발굴한 서구(미국)를 문화적 배경으로 하는 흥미(excitement), 

신의(Sincerity), 강인(Competence), 세련(Sophistication),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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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함(Ruggedness)의 5가지 차원과는 상이한 차원이 도출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문화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 국가인 

⑴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최근 패션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글로벌 SPA브랜드와 함께 한국 원산지의 ⑵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개성 차원을 실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원산지는 크게 유럽과 한국을 원산지로 한다. 중국과 한국 소비자는 

선진국인 유럽 기원의 글로벌 SPA브랜드의 개성을 한국 기원의 중저가 

브랜드에 비하여 더욱 강하게 인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브랜드 별로 상이한 브랜드 개성을 인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설 1-1. 중국과 한국 소비자가 인지하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은 

Aaker의 5가지 차원과 상이할 것이다  

 

가설 1-2. 중국과 한국 소비자는 유럽과 한국의 원산지에 따라 상이한 

브랜드 개성 차원을 인지할 것이다.  

 

가설 1-3. 중국과 한국 소비자는 개별 브랜드 별로 상이한 브랜드 개성을 

인지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이 인지된 질(quality), 

브랜드 충성도(loyalty), 그리고 브랜드 몰입(commitment)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브랜드 개성의 궁극적 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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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몰입을 가정하였다. 이외에도 중저가 패션 브랜드 성패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인지된 질과 브랜드 충성도를 추가하였다. 최근 부상하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는 합리적 가격에 높은 품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 

주요한 성패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패션 제품에 주요한 브랜드 

개성이 브랜드의 인지된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브랜드 충성도는 구전과 재구매 행동 의도로 측정되는 행동적 

충성도를 포함하였다.  

 

가설 2-1. 한국 소비자가 인지하는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은 인지된 질,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브랜드 몰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a. 한국 소비자의 인지된 질과 브랜드 몰입은 브랜드 태도적 

충성도와 행동적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중국 소비자가 인지하는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은 인지된 질,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브랜드 몰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a. 중국 소비자의 인지된 질과 브랜드 몰입은 브랜드 태도적 

충성도와 행동적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 다차원이 인지된 질,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국적과 수입제품 소비성향 (예, 

자국민중심주의, 지위소비성향)과 같은 소비자의 특성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지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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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브랜드들은 중국과 한국 

소비자들에게 대개 해외 수입 브랜드이다. 한국 소비자의 경우는 유럽 

원산지 브랜드와 중국소비자의 경우 한국과 유럽 원산지 브랜드가 수입 

브랜드이다. 수입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태도 형성과 관련하여 

자민족중심주의의 유의한 영향은 선행연구에서 빈번히 언급되어 왔다. 

유럽은 선진국으로 한국과 중국에게 모두 패션에서 선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중국 소비자에게는 한류 등 문화 전반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수입 브랜드에 

대하여 브랜드 개성과 그 효과는 자민족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가설 3-1. 중국과 한국의 2030 여성 소비자의 수입 제품에 대한 

태도는 국적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가설 3-1a. 중국과 한국의 2030 여성 소비자의 경우 개인주의와 장기 

지향 등의 국가 문화 가치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Hoftede의 

2013년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3-1b. 중국 소비자는 최근 경제 발전을 이룬 신흥국으로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에서 모두 한국보다 높은 경향을 가질 

것이다.  

 

가설 3-2.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이 인지된 질,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 문화에 의하여 조절되는 내용은 

자민족중심주의 혹은 지위소비성향에 의한 것과 상이할 것이다. 

가설 3-2a. 브랜드 개성과 효과 변수와의 관계를 가정한 개념적 

모델에서 개성이 효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문화 즉 국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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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조절될 것이다.  

가설 3-2b. 브랜드 개성과 효과 변수와의 관계를 가정한 개념적 

모델에서 개성이 효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자국민중심주의에 의하여 

조절될 것이다. 

가설 3-2c. 브랜드 개성과 효과 변수와의 관계를 가정한 개념적 

모델에서 개성이 효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지위소비성향에 의하여 

조절될 것이다. 

 

이상의, 모든 연구 문제와 가설을 도식화하면 <그림3-1>과 같다. 

 

<그림 3-1> 개념적 모델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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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브랜드의 선정 

 

앞서 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 중국과 한국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개별 브랜드의 개성보다는 제품 카테고리 전체의 특성을 

전달한다는 Aaker의 브랜드 개성 척도에 대한 여러 연구의 비판에 

기반하여(Avis, 2012), 중저가 패션 브랜드라는 제품 카테고리를 

규정하고 이에 다수의 유사한 속성을 지닌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명실상부하게 중저가 패션 브랜드 성장의 중심에 서 있는 

글로벌 SPA브랜드를 우선적으로 포함하였다. 중국에서 여성복을 주요 

품목으로 취급하는 글로벌 SPA브랜드 중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라(ZARA), 에이치앤엠(H&M), UNIQLO, 그리고 ONLY을 

손꼽을 수 있다. 단, 다른 3개의 브랜드가 스페인(자라(ZARA)), 

스웨덴(에이치앤엠(H&M)), 그리고 덴마크(ONLY) 등 유럽을 원산지로 

삼는 데 반해, UNIQLO는 일본을 브랜드 원산지로 하고 있어 상이하다. 

게다가 본 연구가 자민족중심주의를 변수로 삼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반일감정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어 

유니클로(UNIQLO)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ONLY는 

한국에는 진출한 바 없어 한국 설문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에게는 유럽 원산지 브랜드로 자라(ZARA), 에이치앤엠(H&M), 

그리고 ONLY 총 3개의 브랜드 중 가장 최근에 구매한 1개를 골라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고, 한국 소비자에게는 자라(ZAR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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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앤엠(H&M)만이 선택지로 주어졌다.  

한편 연구대상이 되는 한국 원산지 브랜드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스타일난다를 기반으로 시작하였다. 중국교포이면서 국내 

패션 대기업 종사자에게 스타일난다와 가장 유사한 가격대의 한국 

브랜드의 추천을 요청하였다. 보조 연구자는 한국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이 지난 중국교포로 30대 중반의 미혼여성이다. 요청을 받은 

중국교포 대기업 종사자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웨이싱(WeChat)을 통해 중국에 거주하는 30여명의 친구들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보냈다. 그 중 24명이 답변을 주었고, 그 답변을 바탕으로 

한국 원산지 브랜드가 선정되었다. 그 결과, 스타일난다를 비롯하여 

쉬즈굿닷컴, 체리코코 등 3개의 온라인 쇼핑몰이 포함되었고, 이랜드 

그룹에서 중국 시장에 내놓은 SPA브랜드로 로엠, 스파오, 그리고 

미쏘를 포함하였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온앤온(ON&ON)을 포함하였다.  

 

2. 측정 도구의 개발  

 

최근 일반화와 관련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Aaker의 1997년 척도의 

우수성은 인정된다. 본 연구는 Aaker의 브랜드 개성 척도를 기반으로, 

패션 전문 소매 브랜드로 분류되는 의류 시장 내 특수한 제품 

카테고리로서의 중저가 패션브랜드 개성 척도를 규명하여 Aaker 모델의 

일반화를 위한 일련의 학문적 흐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주어진 

중저가 패션브랜드를 Aaker의 브랜드 개성 척도인 총 15개의 의인화 

형용사가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동의 – 매우 동의하지 

않음’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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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브랜드 개성 효과 척도 

브랜드 개성 차원 요약어 문항 참고문헌 

신의 (Sincerity) 

SINC1 
세상 물정에 밝은 (현실적인) Down-to-

earth 

Aaker 

(1997) 

SINC2 진실한 (진심 어린) Honest 

SINC3 건전한 Wholesome 

SINC4 발랄한 Cheerful 

흥미 (Excitement) 

EXCT1 대담한 Daring 

EXCT2 기백이 넘치는 Spirited 

EXCT3 창의적인 (독특한) Imaginative 

EXCT4 최신의 Up-to-date 

능력 

(Competence) 

COMP1 믿을만한 Reliable 

COMP2 지적인 Intelligent 

COMP3 성공한 Successful 

세련 

(Sophistication) 

SOPH1 상위계층의 Upper class 

SOPH2 매력적인 Charming 

강인함 

(Ruggedness) 

RUGG1 옥외 활동을 좋아하는 Outdoorsy 

RUGG2 강인한 Tough 

 

브랜드 개성의 효과로써 인지된 질,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브랜드 

몰입을 제안하였다. 해당하는 모든 척도는 기존 관련 연구에서 

추출되었으며, 모두 5점의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지된 

질(perceived quality)은 Netemeyer, et al. (2004)가 제안한 소비자 

중심 브랜드 자산의 다차원 요소 (Customer Based Brand Equity)중 

하나를 추출하였다.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척도는 Chaudhuri & 

Holbrook (2001)의 연구에서 태도적 그리고 행동적 충성도를 

차용하였고, 이외에 충성 행동의 중요한 축으로 알려진 긍정적 구전 

의도를 충성도에 포함시키고자 File, Judd, & Prince (1992)의 3개 

척도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몰입의 요소로써 Eisinger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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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era (2010)의 3개 척도가 추가되었다. 해당 척도는 <표 3-2>에 

세부적으로 인용되었다.  

 

<표 3-2> 브랜드 개성 효과 척도 

변수 약어 문항 참고문헌 

인지된 

브랜드 질 

BQ1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질을 가진다 

Netemeyer

, et al. 

(2004) 

BQ2 
비슷한 가격대의 상품군 내에서는 최고의 

브랜드이다 

BQ3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들 보다 항상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제품을 제안한다 

BQ4 
나는 항상 지속적으로 높은 질의 상품을 가진 

브랜드라고 간주할 수 있다 

충

성

도 

태

도 

AFF_LOY1 나는 사용할 때 기분이 좋다 

Chaudhuri 

& 

Holbrook 

(2001) 

AFF_LOY2 나를 행복하게 한다 

AFF_LOY3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AFF_LOY4 몰입되어 있다 a) 

재

구

매 

RPI1 
나는 다음 번에 비슷한 가격대의 의류를 

구매하고자 할 때도, 구매할 것이다 

RPI2 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자 한다 

구

전 

WOM1 
나는 다른 사람에게 꼭 구매해야 한다고 

추천할 수 있다 
File, Judd, 

& Prince 

(1992) 

WOM2 나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다 

WOM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나의 

관련된 경험을 말할 수 있다 

브랜드 

몰입 

BC1 충성하고 있다고 느낀다 

Eisingerich

, & Rubera 

(2010) 

BC2 
사기 쉽지 않을 경우라도, 나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구매하고자 할 것이다 

BC3 
고객으로 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의지가 있다 

a. 브랜드 몰입과 그 개념이 명확히 결합되어,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몰입으로 고려.  

 

한국과 자국 등 동아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유럽을 진원지로 하는 

글로벌 SPA브랜드를 포함한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이다. 이에 브랜드 개성이 브랜드 자산과 충성도를 

형성하는 데 자민족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이 조절효과를 보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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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였다. 이에 자민족중심주의를 측정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Gabrielle, Ettenson, & Krishnan (2006)의 CET scale의 10개 문항과 

Eastman, et al.  (1999)이 제안한 지위소비성향의 5개 척도를 

차용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3-3>에 제시되었다.  

 

<표 3-3>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 

변수명 문항 참고문헌 

자국민중심주의 

(Ethnocentrism) 

자국 브랜드에서 취급 않는 제품들만 수입되어야 

한다 

Gabrielle, 

Ettenson, 

& Krishnan 

(2006) 

자국 제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최고이다 

진짜 자국인은 항상 자국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자국의 경제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인은 외국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나에게 비용이 들더라도, 나는 자국 

제품을 지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외국 브랜드를 구매하는 자국 고객들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뺏기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외국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은 자국인답지 않다 

외국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은 자국인에게서 일자리를 

뺏기 때문에 옳지 않다 

외국이 우리의 부를 빼앗아 가게 두지 말고 우리는 

자국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없는 제품들만 

외국브랜드에서 구매해야 한다 

지위소비성향 

(Status 

Consumption 

Tendency) 

나는 높은 지위를 가진 브랜드의 신제품에 흥미가 

있다 

Eastman, 

Goldsmith, 

& Flynn 

(1999) 

나는 브랜드가 높음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다 

나는 브랜드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다 

브랜드의 높은 지위는 나와는 상관없다 a) 

약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그 

브랜드 제품은 나에게 조금 더 가치 있다 

a) 역코딩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교문화 연구로써 자국과 한국 국민 중에 

유럽이나 한국을 브랜드 기원으로 하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2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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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비교문화 연구에서 차용하는 

Hoftede의 국가 문화 차원 중 자국과 한국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주의, 그리고 장기지향 등 2가지 차원을 연구 대상자에게 

직접 설문하여 국가 문화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브랜드 개성 

중 어떠한 차원이 브랜드 자산과 충성도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구체적인 문화적 차이에 기대어 해석하고 토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에 Hosfede가 가장 최근인 2013년에 개정한 

국가문화 차원 설문에 기대어 설문을 작성하였다. 각 차원은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표 3-4> Hoftede의 개인주의의 장기지향 

차원 요약어 아이템 

개인 

주의 

(IDV) 

m04 1)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  

m01 1) 개인적 혹은 가족과의 삶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된다.  

m09 1)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 의해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다.  

m06 1) 흥미로운 일을 한다.  

장기 

지향(LTO) 

m13 3) 친구에게 서비스를 해준다 (돕는다). 

m14 2) 근검절약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지 않는다)  

m19 2) 나의 조국의 시민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m22 2) 결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에 지속적인 노력을 쏟는다.  

a. 각 문항은 질문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다.  

1) 현재의 직업이 아닌 이상적인 직업을 생각하면서 대답하세요. 이상적인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의 조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 다음의 문장에 얼마나 동의합니까?  

3) 당신의 개인적 삶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3. 번역 

 

척도의 동질성은 비교문화 연구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건의 

하나이다. Green & White (1976)는 한 국가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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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에게 측정 문항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비교문화를 목표로 하는 선행연구의 제안에 따라 ‘번역-재번역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한국어로 측정 문항들을 구성하고, 원어민이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다음으로, 첫 번째 번역에 참가하지 않은 이중 언어권자 

중국 교포 2인이 번역된 측정 문항들을 한국어로 재번역하였고, 이를 

초기 한국어 측정 문항들과 비교하여 의미의 변화가 많이 달라진 부분에 

대한 수정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재번역 과정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번역-재번역 과정을 거쳐 

한국어 측정문항과 영어 측정문항의 의미의 동일함을 확인하고, 최종 

측정 도구 구성을 마쳤다. 특히 브랜드 개성을 측정하는 척도의 경우 

형용사로서 영어 단어가 더욱 정확하고 문화 별로 공통적인 의미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여 각국의 언어와 영어를 동시에 제시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중저가 패션을 소비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국에서 250명을 표본수로 정하였다. 비교문화 연구는 

통상적으로 한 국가당 200 - 300명을 표본수로 선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으로 (Roth & Diamantopoulos, 2008),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적정하다고 하겠다. 또한, 지위소비성향, 자민족중심주의, 그리고 유럽 

혹은 한국 브랜드 등 브랜드 원산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 

명의 소비자는 본인이 가장 최근에 소비한 유럽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에 

대하여 동일한 설문을 2번 진행하게 설계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은 한국과 자국 패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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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를 통해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2016년 

9월 2일부터 일주일 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실시되었다. 연구자에 

의해서 구성된 한국어와 중국어 버전의 설문지는 엠브레인㈜에 의해서 

인터넷 설문으로 제작되었다. 이어 엠브레인㈜가 보유하고 있는 

패널에게 온라인 설문으로 연결되는 url을 담은 이메일이 발송되었으며,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대상자 조건에 맞는 패널들만 스크리닝되어 설문에 

참여되었다.  

한국은 총 12,870명의 패널에게 메일이 발송되었고, 그 중 약 

25%인 3,252명만이 메일을 열어 보았다. 실제 url을 클릭하여 설문에 

접속한 1,551명 중에 응답을 완료한 사람은 약 19%로 304명이었다. 

그 중 불성실 데이터 54건을 제외하고 250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중국은 3,200개의 발송된 메일에 약 29%인 

926명이 수신 확인하였다. 실제 설문을 시작한 682명 중에 약 39%인 

269명이 응답을 완료하였으나 불성실 데이터 19건을 제외하고 

최종으로 한국 표본과 같은 250개의 응답만이 유효하였다. 각국에서 

응답 완료율이 낮은 이유는 비교문화 연구를 위해 연령, 성별, 그리고 

구매경험 브랜드를 철저히 제한하여 스크리닝한 결과로 한국은 77%, 

자국은 57%의 설문 참여자가 스크리닝되었다.  

 

(1) 한국과 중국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동질성 분석 

 

설문 설계과정에서 비교문화 연구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이, 

지역, 사회계층 등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동질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5>에 제시되었다. 항목별로 보면, 나이와 연령은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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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 동일하게 제한하였기 때문에 전원 여성이며 20대와 30대에 

같은 수로 분포되어 있었다. 중국의 경우 수도는 북경이지만, 글로벌 

브랜드가 가장 먼저 진출하는 상해 지역의 소비자들이 중국 표본의 9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중국 내 높은 지역차를 보고한 바 있으나, 상해와 북경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써 패션 소비 행동에는 동질성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이승희, 2011). 교육수준은 오히려 중국이 더 높게 드러났는데, 

이는 중국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회계층이 한국에 비하여 높은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연령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응답자들의 

기혼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평균 결혼 연령이 

26세로 한국의 30세보다 매우 어린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카이 제곱 분석 결과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국과 한국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가계 소득을 

조사하였다.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 소득 50%이사의 평균이 약 270만원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통계청, 2016), 중국은 최근 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이 약 6000위안(한국 화폐 기준 약 1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코트라, 2016). 설문 설계 시 이러한 기초 정보를 반영하여 

한국의 경우 200~299만원에 대응하여 중국 설문은 

6,000~8,999위안화를 2번으로 코딩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스프레드 하였다. 수입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월 

600만원 이하에서 중국보다 더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반면에 중국은 월 

2100위안(한국 화폐 기준 약 350만원)이상에 빈도수가 많이 포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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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표 3-5>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항목 세부범주(중국) 
한국(n=250) 중국(n=250) 

χ2(df) 
n % n % 

지역 
서울(북경) 250 100 14 2.8 

- 
(상해)   236 47.2 

연령 
20-29 125 25 125 25 

- 
30-39 126 25 125 25 

교육 

고졸 미만 2 0.4 0 0 

10.83 

(3)* 

고등학교 졸업 23 4.6 9 1.8 

대학교 졸업 197 39.4 221 44.2 

대학원 졸업 28 5.6 20 4.0 

결혼 

여부 

미혼 184 36.8 59 11.8 
125.09 

(1)*** 기혼 66 13.2 191 38.2 

가계 

월수

입a) 

99만원이하 

(3,000위안화이하) 
6 1.2 6 1.2 

34.09 

(10)*** 

100~199(3,000 ~ 5,999) 13 2.6 18 3.6 

200~299(6,000 ~ 8,999) 37 7.4 36 7.2 

300~399(9,000 ~ 11,999) 26 5.2 30 6.0 

400~499(12,000 ~ 14,999) 35 7.0 44 8.8 

500~599(15,000 ~ 17,999) 31 6.2 29 5.8 

600~699(18,000 ~ 20,999) 27 5.4 0 0 

700~799(21,000 ~ 23,999) 20 4.0 35 7.0 

800~899(24,000 ~ 26,999) 20 4.0 17 3.4 

900~999(27,000 ~ 29,999) 11 2.2 14 2.8 

1000 이상 (30,000 이상) 24 4.8 21 4.2 

* p < 0.1;  ** p < .05;  *** p < .01 

a) 괄호 안에 중국 위안화 단위의 세부 범주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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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알려진 중국 대도시근로자 월 소득액에 비하여 조사된 

가계소득이 높은 이유는 상해 및 북경 출신 가구의 임대소득이 큰 것에 

따른다. 연구자는 중국의 월 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설문에 월근로소득과 함께 임대소득을 합하여 대답해 

주길 요청하였다. 북경과 상해 출신의 가계의 경우 부동산 개발 이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매우 높은 임대소득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2) 중국과 한국의 중저가 패션 브랜드 소비 경향 분석  

 

한편 설문에 참여한 주요 대도시 거주 2030 여성 소비자들의 

중저가 패션 브랜드 소비 현황을 브랜드 원산지에 따라 나누어 요약해 

보았다. 중국소비자의 경우는 최근 구매 경험이 있는 유럽 브랜드로 

자라와 ONLY를 비교적 균등하게 선택한 반면, 에이치앤엠(H&M)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적게 분포하였다.  한국소비자의 경우는 ONLY를 

제외하고 고려한다면, 자라와 에이치앤엠(H&M)에 대한 구매 경험의 

차이는 중국 소비자와 유사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대도시 부근에 해당 오프라인 매장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규모가 커서 중심가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중국은 온라인 구매 경험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에 

카이 제곱 차이 검증 결과도 유의하게 드러났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포함하여 고려하였을 때, 매장방문 경험 또한 한국에 

비하여 중국 소비자들이 더욱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온라인 

매장 방문이 오프라인에 비하여 훨씬 습관적이고 용이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53%에 비해 중국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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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에 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매장을 빈번히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1년 내 구매 횟수는 평균 약 7회로 한국과 

중국에 차이가 없었으나, 1회 평균 구매금액은 한국은 약 11만원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약 34만원으로 약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월수입이 한국의 절반에 불과한 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패션에 

대한 소비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에 비하여 

장기 지향이 낮은 중국 사람들이 본인들을 위한 쾌락적 소비에 더욱 

집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6> 유럽 브랜드 소비 현황 

문항 세부범주 
한국(n=250) 중국(n=250) 

χ2(df) 
n % n % 

브랜드a) 

자라 149 29.8 89 17.8 
113.15 

(2)*** 
H&M 101 20.2 69 13.8 

ONLY a) 0a) 0 92 18.4 

온라인 

구매경험 

있음 133 26.6 231 46.2 
97.00(1)*** 

없음 117 23.4 19 3.8 

방문경험 

거의 매일 2 0.4 11 2.2 

84.79(9)*** 

3-4일에 한번 이상 4 0.8 36 7.2 

일주일에 한 번 이상 38 7.6 76 15.2 

한 달에 두 번 이상 79 15.8 70 14 

한 달에 한번 이상 45 9.0 35 7.0 

두 달에 한번 이상 43 8.6 16 3.2 

세 달에 한번 이상 18 3.6 5 11.5 

6개월에 한번 이상 13 2.6 0 0 

1년에 한번 이상 4 0.8 0 0 

거의 가지 않음 4 0.8 1 0.2 

구매행동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 (df=1) 

구매횟수(번)b) 6.65 6.05 6.68 7.44 .04 

1회 평균 구매금액(만원)d)c) 10.68 12.08 34.26 78.3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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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랜드에 대한 소비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또한 유럽 

브랜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랜드가 보유하여 

오프라인 매장이 많은 스파오와 미쏘에 구매가 쏠려서 전체 표본의 약 

57%에 달하는 반면,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표본에서는 한 개의 표본도 

나오지 않은 한국 온라인 쇼핑몰인 “쉬즈굿닷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브랜드에 제품 구매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중국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경험은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 소비자들은 8개의 대상 브랜드 중 3개 브랜드가 순수 

* p < 0.1;  ** p < .05;  *** p < .01 

a) ONLY는 한국 미진출 브랜드로 한국 표본에 노출되지 않음 

b) 구매횟수 (최대, 최소) 한국(1,55) 중국 (1,50) 

c) 구매금액 (최대, 최소) 한국 (1, 100) 중국 (1.66, 830) 

d) 중국 표본의 구매금액은 한국의 원화로 변환하게 위해 2016년 10월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환 (1위안화 = 166원) 

<표 3-7> 한국 브랜드 소비 현황 

문항 세부범주 
한국(n=250) 중국(n=250) 

χ2(df) 
n % n % 

브랜드 

스타일난다 37 7.4 35 7 

89.168 

(7)*** 

마인드브릿지 12 2.4 23 4.6 

로엠 33 6.6 45 9 

스파오 61 12.2 39 7.8 

미쏘 82 16.4 19 3.8 

체리코코 13 2.6 49 9.8 

쉬즈굿닷컴 0 0 13 2.6 

온&온 12 2.4 27 5.4 

온라인 

구매경험 
있음 133 26.6 200 40 

40.3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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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약52%의 소비자만이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다고 밝혀 온라인 채널 구매 경험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카이제곱 검정결과(χ2(1) = 40.36, p = .001)도 

유의하게 드러났다. 온라인 매장을 포함한 매장 방문 경험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35%이상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매장에 방문한다고 

답한 반면에, 한국 소비자들은 그러한 소비자가 8%에 불과하였다. 매장 

방문 행동에 대한 카이 제곱 검정 결과(χ2(9) = 90.49, p = .001) 또한 

유의하였다. 중국과 한국 소비자 모두 유럽 브랜드에 비하여 한국 

브랜드에 구매 횟수나 구매 금액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구매 횟수에 

대하여는 중국과 한국 소비자 모두 평균 약 4~5회 방문하는 것으로 

드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회당 평균 

구매금액에 있어서는 한국소비자들은 약 8.7만원 소비하는 반면 

중국소비자들은 약 31만원을 소비하여 큰 차이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F=18.841. p = .001).  

 

(3) 분석 대상의 구체화 

 

위와 같은 중저가 패션 브랜드 매장 방문 및 구매행동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이후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한 분석 대상자를 

세부화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은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구조 

도출에서 시작되는데, 매장에 1년에 3개월에 1번도 방문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설문참여자의 경우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개성 선명도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8>와 <표 3-9>의 구매 행동 

결과를 보아도, 유럽브랜드는 연 평균 약 7회, 한국브랜드의 경우는 연 

평균 4회를 구매하고 있는 표본인 것을 고려할 때, 연구 결과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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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칠 아웃라이어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계절 상 1년에 4번의 크고 작은 계절변화를 

겪는다고 고려하여 시즌에 1번이상은 매장에 방문하는 표본으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응답자 본인이 설문 대상을 설정한 브랜드에 

방문행동에 대하여 “거의 가지 않음”, “1년에 1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세 달에 1번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설문은 

연구대상에서 제거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달에 한번 이상은 응답 대상이 

되는 브랜드 매장에 방문하는 응답자만을 남겼다. 이에 한국은 222명의 

364개의 응답이 분석대상으로 남았다. 다시 말하면, 222명 중 74명은 

유럽이나 한국 원산지 브랜드 중 1개의 브랜드에 대한 응답만 분석 

대상으로 활용된 것이다. 한편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클리닝하였을 때 

중국은 매장 방문 활동이 한국에 비하여 매우 활발하여 더 많은 응답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중국의 경우 총 245명의 463개의 응답이 분석에 

활용된 가운데 245명 중 27명은 유럽이나 한국 원산지 브랜드 중 

1개의 브랜드에 대한 응답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3-8> 데이터 클리닝 후 인구통계학적 정보 

항목 세부 범주(중국) 
한국 중국 

χ2(df) 
n % n % 

연령 
20-29 184 50.5 231 49.9 

.35(1) 
30-39 180 49.5 232 50.1 

교육 

고졸 미만 1 0.3 0 0 

17.45 

(4)*** 

고등학교 졸업 31 8.5 17 3.7 

대학교 졸업 284 78 409 88.3 

대학원 졸업 48 13.2 37 8 

결혼 

여부 

미혼 272 74.7 105 22.7 222.55 

(1)*** 기혼 92 25.3 358 77.3 

가계 

월수입 

99만원 이하(3,000위안화이하) 5 1.4 12 2.6 71.58 

(10)*** 100~199(3,000 ~ 5,999) 15 4.1 2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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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9(6,000 ~ 8,999) 50 13.7 64 13.8 

300~399(9,000 ~ 11,999) 39 10.7 56 12.1 

400~499(12,000 ~ 14,999) 50 13.7 81 17.5 

500~599(15,000 ~ 17,999) 40 11 55 11.9 

600~699(18,000 ~ 20,999) 45 12.4 0 0 

700~799(21,000 ~ 23,999) 31 8.5 68 14.7 

800~899(24,000 ~ 26,999) 33 9.1 32 6.9 

900~999(27,000 ~ 29,999) 17 4.7 27 5.8 

1000 이상(30,000 이상) 39 10.7 40 8.6 

* p < 0.1;  ** p < .05;  *** p < .01 

a) 괄호로 중국의 세부 범주를 제시하였음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분류된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아래 <표 3-8>와 같다. 연령은 모두 20대와 30대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한국은 78%, 중국은 약 

8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였다. 한국은 미혼이 약 75%를 

차지하며 대부분인 반면, 중국은 77%가 기혼으로 각국의 결혼 문화를 

반영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국은 한국에 비하여 결혼 시기가 

빠른 편이다.  

연구대상으로 클리닝 된 응답들의 중저가 패션 브랜드 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3-9>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한국은 ONLY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와 에이치앤엠(H&M)에 대한 비중은 

자라가 한국은 19%, 중국은 약 15%가량 많은 것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응답 현황은 약간 상이 하였는데, 한국 

소비자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보다는 스파오와 미쏘에 약 56.6%가 

집중적인 응답을 한 반면, 중국 소비자들은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응답한 매장에 대한 방문 현황과 구매금액 또한 중국이 한국에 

비하여 월등히 빈번하고 많은 것으로 드러나 중국소비자들의 한국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구매 

횟수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구매행동에 대한 차이가 사라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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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간 표본의 동질성이 제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분석 방법 

 

SPSS 22.0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척도 분석, 상관관계, 대응 

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ANOVA) 등을 실시하였고, Amos 22.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과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의 중저가 패션브랜드의 개성의 다차원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3-9> 데이터 클리닝 후 중저가 패션 브랜드 소비 현황 

문항 세부범주 
한국 중국 

χ2(df) 
n % n % 

유럽 

브랜

드 

ZARA 218 59.9% 163 35.2% 
168.31 

(2)*** 
H&M 146 40.1% 131 28.3% 

ONLY - - 169 36.5% 

한국 

브랜

드 

스타일난다 61 16.8% 70 15.1% 

145.55 

(7)*** 

마인드브릿지 15 4.1% 43 9.3% 

로엠 46 12.6% 83 17.9% 

스파오 83 22.8% 74 16.0% 

미쏘 123 33.8% 35 7.6% 

체리코코 21 5.8% 89 19.2% 

쉬즈굿닷컴 0 0.0% 24 5.2% 

온&온 15 4.1% 45 9.7% 

방문 

경험 

거의 매일 4 1.1 17 3.7 

92.81 

(5) *** 

3-4일에 한번 이상 6 1.6 67 14.5 

일주일에 한 번 이상 54 14.8 126 27.2 

한 달에 두 번 이상 118 32.4 132 28.5 

한 달에 한번 이상 99 27.2 77 16.6 

두 달에 한번 이상 83 22.8 44 9.5 

구매행동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 df=1 

구매횟수(번) 6.40 5.54 6.07 6.97 .527 

월평균 구매금액(만원)a) 6.29 2.73 5.96 2.80 2.86* 

a) 환율은 1위안이 166원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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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브랜드 별 개성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뒤이어 연구문제 2의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을 위해 인지된 질,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브랜드 몰입 등 종속변수의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의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구조와 효과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지위 소비 성향과 자민족중심주의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한 다 집단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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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 다차원 구조에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한국 소비자가 인식하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구조를 밝히고, 브랜드 개성 다차원이 주요 효과 변수로 

알려진 인지된 질,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브랜드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수입 브랜드 개성 다차원의 효과에 

대한 자민족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동태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최근 전세계 패션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실무적 함의를 고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의 결과와 중국소비자의 분석 결과를 순차적으로 제시한 후, 

궁극적으로 한국의 결과에 비하여 중국 소비자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비교 및 대조하여 설명할 것이다.  

 

제 1 절 브랜드 개성 다차원 구조 확인 

 

본 절에서는 탐색적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 및 중국 

소비자의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구조를 확인하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브랜드 개성 다차원이 브랜드 효과 변수인 인지된 질, 충성도, 

그리고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개성 

다차원과 효과변수와의 관계가 자민족중심주의와 지위소비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 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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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색적 요인 분석의 가정 

 

본 절에서는 중국과 한국 소비자가 인지하는 브랜드 개성 차원을 

구조화하고, 신뢰도 및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 전에, Aaker의 5가지 

브랜드 개성 구조와 상이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2.0을 활용하여 5개 구조 모형을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Aaker의 5가지 개성 구조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Aaker 모델을 적용할 수 없음을 가정하고 Aaker의 15개 

항목을 기반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개념화하였다. 뒤이은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브랜드 개성 다차원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였다.  

Aaker의 5가지 브랜드 개성 차원 구조를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 

대한 중국과 한국 소비자의 브랜드 개성 인식에 적용할 수 있는 지, 그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다차원 측정 모델의 수용 여부는 GFI, AGFI, CFI, N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판단하였다. 이들 적합도 지수 외에 

카이 제곱 검정의 경우, 표본수가 커질수록 유의수준 p 값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 연구 모델이 모집단에 적합하다는 귀무 가설의 기각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표본 크기가 클 경우 카이 제곱 통계량에 

의존하기 보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계수, 

2004). 주요 적합도 지수들 역시 대부분 Bollen(1989), Browne & 

Cudeck(1993), Hoyle(1995), Hu & Bentler(1999), Kline(2005) 등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적합도 지수가 추천 범위 (χ2/df < 3; 

RMSEA < 0.08; CFI/GFI/NFI > 0.9) 내에 존재하는 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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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모델 적합도 측면에서 선행연구가 제안했던 여러 기준을 

도달하지 못하여 기존의 Aaker의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한국의 결과는 CFI= 0.798, GFI = 0.858, 

그리고 RMSEA= 0.106로 나타나면서 적합도 지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다수의 적합도 지수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CFI=0 .924, GFI = 0.930, RMSEA= 0.066, 

χ2/df =3.008).  

그러나, 한국과 중국 등에서 모두 모형에서 정의된 잠재변수들간의 

공분산 행렬이 양수로 정의되지 않아서 모형 자체에 대한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Wothke (1993)는 “The following covariance 

matrix is not positive definite”라는 경고문구가 표현될 때에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모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로 혹여 모델 적합도가 

높다 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에는 

적합도와 분석결과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그 분석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Aaker의 기존 5가지 브랜드 개성 

다차원 모델에 중국과 한국 소비자의 중저가 브랜드 개성 다차원 구조를 

적용하지 어렵다고 판단하고, 탐색적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개성 다차원 구조를 실증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의 가설 1-1과 가설 1-2 즉 중국과 한국 소비자가 인지하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은 Aaker의 5가지 차원과 상이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의 내재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총 15개 브랜드 개성 문항을 대상으로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의 수, 추출법, 그리고 회전법 

등 3가지의 고려요소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Aaker의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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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의 가정과 결과를 시작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의 가정을 

구성하였다. 관련하여 Aaker는 브랜드 개성 차원이 5개이며, 5개의 

요인은 서로 상관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아래의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은 설정되었다.  

첫 번째로 추출법은 최대우대법(Maximum Likelihood)를 

선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성분분석은 요인분석과 달리 오차항을 

고려하지 않는 추출법으로 기초가 되는 모형에 의존하지 않고, 주어진 

변수의 직교변환을 찾아내기 위한 기법이다. 아래의 <그림 5-1>을 

보면, 요인분석과 주성분 분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쉽다. 본 연구는 

잔차항을 고려하여 공통요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요인분석이 적합하며 그 

중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최대우도법을 선택하였다. 두 번째로 회전법은 

오블리민(Oblimin)법을 선택하였다. 노형진(2014)는 요인분석에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는 직각회전(Varimax)는 

적절치 않고, 오블리민(Oblimin) 회전법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요인분석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최대우도법을 기반으로 

오블리민(Oblimin)회전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출처: 노형진 (2014, p. 481) 

<그림 4-1> 요인분석 과 주성분 분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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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요인 수는 최대 5개에서 시작하여 가장 먼저 적합한 

결과를 내놓은 요인 구조가 추출해질 때까지 요인 수를 줄이며 

반복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관심이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개성은 

다차원으로 존재하며 그 다차원의 개성 요인이 각기 주요한 효과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피는데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요인 모델 도출을 위하여 다양한 브랜드 개성 차원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보다, 통계적 유의성을 적절히 유지하되 최대로 다수의 브랜드 

개성 차원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에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정인희 & 이은영 (2010)도 요인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고유치, 인자의 

중요도, 설명하고자 하는 총 분산, 스크리 테스트, 전문적 판단이 있지만, 

여러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자가 이론에 근거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 한국 소비자의 브랜드 개성 구조 도출  

 

(1)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첫 단계로 5개의 요인을 가정한 1차 시도에서 5번째 요인의 

고유치가 0.789로 매우 낮은 데다가, 5번째 요인으로 분류된 항목 중 

유의한 기준인 로딩 값 (loading) 0.4를 넘는 변수가 단 하나로 잠재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적합도 검정에서 유의 수준이 

0.206 (χ2 = 47.07; df = 40)으로 요인의 수 5개인 모델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단계로 4개의 요인을 가정한 2차 시도의 

결과, 4개의 변수가 모두 1보다 큰 고유치를 보였고, 적합도 검정에서 

유의 수준이 0.015 (χ2 = 72.254; df = 51)으로 적합하다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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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총 분산의 47.89%가 설명되었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1.097~4.856의 범위를 보였다. 각 측정변인들의 로딩 값은 0.759~ 

0.320의 범위 안에 존재하였다. 적합도 또한 .076 (χ2 = 34.532; df = 

24)으로 유의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 척도는 0.7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번 분석 

결과는 0.859로 양호하였으며, 요인분석의 사용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Bar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유의 수준을 나타내는 p값이 0.05보다 

작아서 95% 수준에서 유의하다 알려져 있는데, 본 분석 결과는 0.00 

수준으로 훨씬 더 작은 값으로 드러나, 이번 요인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추출값은 0.4 이하여야 하는데, 본 단계에서 Down-to-

earth과 cheerful이 그보다 작고 Down-to-earth가 0.4에 매우 가까워 

다음 확인적 요인분석의 단계에서 제외하고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변인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α)를 분석하였는데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0.7 

수준에 적합하였따. 요인1, 요인2, 그리고 요인3은 0.7이상으로 드러나 

도출된 요인 구조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요인 4의 

경우는 알파 계수가 0.488로 나타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세부적인 

결과는 < 표 5 – 2 >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 표 4–1 > 한국: 브랜드 개성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측정변인 
추출 

공통성 

요인 

부하량 

고유

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Cronbach’s α) 

요인1 

Up-to-date 0.53 0.76 4.86 28.87 0.82 

Charming 0.42 0.64    

Imaginative 0.56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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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0.47 0.55    

Daring 0.58 0.51    

Spirited 0.41 0.38    

Down-to-

earth 
0.33 0.32    

요인2 

Honest 0.54 0.68 1.77 37.56 0.66 

Wholesome 0.40 0.64    

Reliable 0.51 0.49    

Cheerful 0.30 0.35    

요인3 
Upper class 0.62 0.71 1.50 43.99 0.71 

Intelligent 0.61 0.61    

요인4 
Tough 0.51 0.64 1.10 47.89 0.49 

Outdoorsy 0.41 0.53    

a.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 .859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χ2 = 1706.071: df=105 (p  < .001) 

 

(2) 한국: 확인적 요인분석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공통성 추출값에서도 0.4보다 

작거나 0.4와 같은 값을 보인 측정변인들이 있었다. 게다가 노형진 

(2014)는 요인적재량 즉 로딩값이 0.5보다 높으면 매우 유의하며, 

0.4보다는 필수적으로 높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로딩값이 0.4보다 

낮은 측정 변인은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SPRITED (EXCT2), 

DOWN-TO-EARTH (SINC1), 그리고 CHEERFUL (SINC4) 등 

3개의 측정 변인은 본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12문항의 4개 요인은 AMOS 22.0 버전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기 모델은 적합도가 낮았다. 

그러나, modification indices에서 모형 개선을 위해 제안한 공분산 

가정을 적용하여 모형을 개선하였다. 노형진(2012)은 구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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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도는 공분산 가정을 적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번 분석에서도 4개의 공분산 가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기준에 적절히 맞도록 모형이 개선되었다. 

최종의 브랜드 개성 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4-2 >에서 제시하였다.  

 

<표 4-2> 한국: 브랜드 개성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요인3 
Upper class 0.63 1.00 0.15 8.76*** 

Intelligent 0.85 1.33   

요인1 

Imaginative 0.66 1.00   

Charming 0.65 0.87 0.09 9.65*** 

Daring 0.60 0.91 0.08 10.86*** 

Up-to-date 0.66 0.93 0.10 9.73*** 

Successful 0.63 0.98 0.11 9.36*** 

요인2 

Wholesome 0.51 1.00   

Honest 0.67 1.31 0.16 8.08*** 

Reliable 0.78 1.51 0.18 8.46*** 

요인4 
Outdoorsy 0.55 1.00   

Tough 0.55 0.96 0.15 6.28*** 

적합도 

지수 
초기 

χ2(df)=245.601(48),  

χ2/df =5.117  

GFI=0.89 AGFI=0.83 

CFI=0.86 NFI=0.82 

RMSEA=0.11 

최종 

χ2(df)=153.338(44),  

χ2/df = 3.485  

GFI=0.94 AGFI=0.89 

CFI=0.91 NFI=0.89 

RMSEA=0.08 

*** p < .001 

 

3. 중국 소비자의 브랜드 개성 구조 도출  

 

(1)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중국의 경우도 한국의 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요인의 수를 



 

９５ 

5개에서 시작하여 점차 줄이는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3> 중국: 브랜드 개성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

인 
측정변인 

추출 

공통성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Cronbach’s α) 

요

인

1 

Up-to-date 0.43 0.67 5.79 34.87 0.79 

Charming 0.44 0.53    

Cheerful 0.37 0.47    

Down-to-

earth 
0.40 0.46    

Imaginative 0.37 0.43    

Wholesome 0.46 0.38    

요

인

3 

Intelligent 0.48 0.69 1.26 39.61 0.66 

Upper class 0.50 0.60    

Outdoorsy 0.32 0.46    

요

인

2 

Reliable 0.60 0.81 0.83 41.51 0.77 

Spirited 0.46 0.51    

Honest 0.45 0.43    

Successful 0.42 0.40    

Tough 0.38 0.36    

a.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 .927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χ2 = 2176.941: df=105 (p  = .00) 

 

첫 단계로 5개의 요인을 가정한 1차 시도에서 5번째 요인의 

고유치가 0.769로 매우 낮은 데다가, 적합도 검정에서 유의 

수준이 .373 (χ2 = 42.266; df = 40)으로 요인의 수 5개인 모델은 

역시나 적합하지 않았다. 결국, 다음 단계로 4개의 요인을 가정한 2차 

시도 결과에서 2개의 변수의 고유치가 각각 0.86 ~ 0.83으로 일반적 

기준치인 1에 미달하였으나, 적합도 검정에서 유의 수준이 .006 (χ2 = 

80.065; df = 51)으로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총 분산의 43.61%가 

설명되었고, 고유치가 0.829~5.794의 범위를 보였다. 각 측정변인들의 

로딩값은 0.692~ 0.360의 범위 안에 존재하였다. KMO값 (> .07)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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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적정 유의 수준을 만족(p <0.05)하며 

이번 요인분석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했다. 

세 번째 요인은 하나의 변수인 대담한(daring)으로로 구성되어 

척도 분석의 의미가 없어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변수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계수 (Cronbach’s α)를 분석하였더니, 요인1은 0.79, 요인 2는 

0.77로 적합한 기준인 0.7 (김계수, 2004; Hair, et al., 2010)을 모두 

초과하여 나타나 요인 구조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요인 

3의 경우는 알파 계수가 0.66로 나타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근접하여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2) 확인적 요인분석 

 

한국의 경우와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 부하량이 0.4보다 

낮은 요인을 제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참조 <표 4-4>).  

중국의 경우는 요인부하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은 Wholesome 

(부하량 = 0.38), Tough (부하량 = -.036), Successful (부하량 = .40) 

등 3개였다.  

 

<표 4–4 > 중국: 브랜드 개성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요인2 Honest 0.67 1.00   

 Spirited 0.69 1.08 0.10 11.18 

 Reliable 0.67 1.01 0.09 10.99 

요인3 Outdoorsy 0.58 1.00   

 Intelligent 0.60 1.10 0.13 8.40 

 Upper class 0.66 1.11 0.13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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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 Charming 0.64 1.16 0.12 9.73 

 Up-to-date 0.58 1.00   

 Cheerful 0.61 1.08 0.12 9.42 

 Down-to-earth 0.62 1.10 0.12 9.54 

 Imaginative 0.59 1.01 0.11 9.25 

적합도 

지수 
초기 

χ2(df)=94.108(49), χ2/df =1.921  

GFI=0.96 AGFI=0.94 CFI=0.96 NFI=0.93 RMSEA=0.47 

 * 모든 경로의 유의수준 p는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드러났다. 

 

4.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구조의 확인 

 

마지막으로 요인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는 Aaker의 기존 연구와 

그 요인 구조를 활용한 다수의 선행연구와의 비교와 대조를 통한 학문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Aaker의 연구를 바탕으로 브랜드 개성을 

추출한 국내 문헌에서 대응하여 사용한 용어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표 4-5> 패션 브랜드 개성 차원 명칭과 구성 형용사 

저자 대상 차원 명칭 구성 형용사 

고은주, 

선영윤 

(2004) 

전 복종 

유행/혁신성 

유행에 민감한, 대담한, 최신경향을 

따르는, 상상력이 풍부한, 외향적인, 

화려한, 발랄한, 자유로운 

성실성 
정직한, 친근한, 현실적인, 건전한, 

믿을만한 

보편/안정성 중후한, 평범한, 수수한, 점잖은, 차분한 

전문성 상류층인, 성공지향적인, 지적인, 매력적인 

이지연 

(2013) 
아웃도어 

성실성 건전한, 정직한, 진실한 

흥미로움 재미있는, 상상력이 풍부한, 흥미로운 

활력 활동적인, 역동적인, 활기찬 

전문성 상류층인, 고급스러운, 품위 있는 

김용주, 

강명수, 

중국진출 

한국 

패션 

역동성 
대담, 거칠다, 상상력 풍부, 생기, 매력, 

외향 

성실성 건전, 정직, 현실적, 믿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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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재 

(2013) 

브랜드 유행성 최신유행, 친근 

전문성 외향적, 지적, 성공지향적 

양수진 

(2016) 
SPA 

전문성 출세한, 상류사회의, 지적인, 강인한 

성실성 
현실적인, 야외생활에 적합한, 정직한, 

건전한, 믿을만한 

혁신 기백이 넘치는, 쾌활한, 최신의, 창의적인 

김형규, 

김유경, 

최원주 

(2001) 

광고 

이미지 

정감 예의바름, 관대함, 순종적, 봉사심, 정 

열정 활기, 창의적, 현대적 

세련 지적, 멋, 믿음, 강인함, 매력적 

성실 실용적, 정직, 신실함 

최영수 

(2007) 
골프웨어 

믿음 현실적인, 정직한, 건전한, 다정한 

흥미 
과감한, 활달한, 상상력이 풍부한, 

현대적인 

확실성 신뢰할만한, 지적인, 성공적 

고급성 상류층, 매력적 

활동성 외향적인, 터프한 

이상덕. 

임영삼  

(2010) 

레져 

스포츠 

의류 

강인/진실 
강인함, 남성적, 활동적, 튼튼한, 정직한, 

진실함, 변함없음 

흥미 과감한, 독특한, 흥미성, 최신유행 

능력 능력, 전문성, 성공적, 고급적, 지적 

 

<표 4-5>에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패션 브랜드 개성을 다룬 국내 

문헌에서도 브랜드 개성을 표현하는 명칭들은 대개 상이한 것으로 

보였다. 국내 문헌을 참고하되, 패션 브랜드임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요인명칭으로 결정하였다. Intelligent (COMP2)와 Upper class (SOPH1) 

등 2개의 변인으로 설명되는 요인명은 선행 연구에서 ‘전문성’, 

‘세련’, 혹은 ‘고급성(전문성)’으로 명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된 ‘전문성’을 사용하였다. 요인 2는 

Imaginative (EXCT3), Up-to-date (EXCT4), Charming (SOPH2)이 

공통으로 선행연구에서 ‘흥미’ 혹은 ‘유행성(트렌디)’라 명명되었다.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가장 주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가 최신 트렌드를 

잡아내는 빠른 시장 대응력임으로 고려하여 ‘흥미’ 대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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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Honest (SINC2)와 

Reliable (COMP1)로 구성 되었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택한 

‘성실성’으로 칭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만 발견된 요인 4는 

Outdoorsy(RUGG1)과 Tough(RUGG2) 등 2개의 측정변인으로 

설명되어 ‘강인함’이라 명명하였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 소비자가 

인지한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개성은 공통적으로 ‘전문성’, 

‘유행성’, ‘성실성’을 가지고, 한국 소비자만이 ‘강인함’을 기타 

차원으로 인지하였다.  

이렇게 최종 확정된 중국과 한국의 브랜드 개성 차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4-6>과 같다. Aaker의 5개 브랜드 개성과 눈에 띠게 다른 

점은 능력과 세련이 하나의 변수로 묶여서 전문성으로 인지된다는 

것이다. 대개의 요인 구성은 Aaker와 일치성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오히려 공통된 의미로 분리되었다. 예를 들어, 

Reliable의 경우 지적인 보다는 Honest와 함께 묶이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Charming이 Upper class와 함께 묶이기 보다는 Imaginative나 

Up-to-date와 묶이며 최신의 상상력이 풍부하게 새로운 룩을 

시도하는 트렌디한 여성을 매력적이라고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 4-5>에서 요약된 내용과 같이 패션 제품에 대한 

브랜드 개성 차원과 동일한 면이 많이 발견되었다.  

 

<표 4-6> 브랜드 개성 다차원 구조 비교 

Aaker(1997) 한국 중국 

요인 문항 요인 문항 요인 문항 

Sincerity 

(신의) 

Down-to-

earth 

성실성 

Honest 

성실성 

Honest 

Honest Reliable Reliable 

Wholesome Wholesome Spir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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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Competence 

(능력) 

Reliable 

전문성 

 

전문성 

 

Intelligent Intelligent Intelligent 

Successful   

Sophistication 

(세련) 

Upper class Upper class 
Upper 

class 

Charming  Outdoorsy 

Excitement 

(흥미) 

Daring 

유행성 

Imaginative 

유행성 

Imaginative 

Spirited Charming Charming 

Imaginative Up-to-date 
Up-to-

date 

Up-to-date Successful Cheerful 

 Daring 
Down-to-

earth 

Ruggedness 

(강인함) 

Outdoorsy 
강인함 

Outdoorsy 
 

 

Tough Tough  

 

제 2 절 브랜드 별 브랜드 개성 차이 분석 

 

1. 원산지 별 브랜드 차이 검증 

 

국가 별 브랜드 개성 구조를 기반으로 브랜드에 따라 브랜드 개성 

차원이 어떻게 다르게 존재하는지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각각 유럽 원산지 브랜드 1개와 한국 원산지 

브랜드에 답변하였다. 그에 따라, 유럽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개성 

평가와 한국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개성 평가를 대응하여 차이 

검증해보았다. 단, 유럽과 한국 브랜드 중 1개라도 세 달이 한번 이하 

방문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총 

232명의 응답자의 응답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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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한국: 브랜드 개성 원산지 별 대응 표본 t-test 

개성 원산지 평균 표준편차 대응차 평균 표준편차 t (df=231) 

전문성 
유럽 2.84 0.72 

0.20 0.86 3.53*** 
한국 2.64 0.85 

유행성 
유럽 3.66 0.58 

0.41 0.79 7.89*** 
한국 3.25 0.65 

성실성 
유럽 3.19 0.58 

-0.06 0.68 -1.41 
한국 3.25 0.62 

강인함 
유럽 4.83 1.02 

1.80 0.97 28.28*** 
한국 3.03 0.74 

*** p < .001, ** p < .05, * p < .01 

 

<표 4-7>에서 보여지는 대응 표본 t-test 결과, 성실성을 제외한 

3가지 측면에서 유럽브랜드가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한국 소비자들은 ‘강인함’에서 유럽 원산지 

브랜드들에 한국 브랜드에 비하여 매우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나서(대응차=1.80; t = 28.28) 5점 만점에 육박하는 4.83의 점수를 

보였다. 뒤이어 유행성(대응차= 0.41; t = 7.89)와 전문성 (대응차= 

0.20; t = 3.53) 순으로 유럽이 한국에 비하여 높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중국 소비자가 유럽 원산지 브랜드에 비하여 한국 원산지 

브랜드를 어떻게 다르게 인지하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문제이다. 위의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인 분석으로 발견한 브랜드 개성 구조를 

기반으로 브랜드에 따라 브랜드 개성 차원이 어떻게 다르게 존재하는지 

대응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참조 <표 4-8>). 유럽과 한국 브랜드 

중 1년에 4번 이상 방문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만 분석에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총 245명의 응답자의 응답이 활용되었다.  

놀랍게도 중국소비자에 대한 대응 표본 t-test 결과는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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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대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성실성에서 가장 

큰 브랜드 개성에 차이를 보였다. 다른 개성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실성에서는 한국에 비하여 유럽 브랜드가 더욱 

성실성 높은 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응차 평균=0.07; t 

= 2.70).  

 

<표 4-8> 중국: 브랜드 개성 원산지 별 대응 표본 t-test 

개성 원산지 평균 표준편차 대응차 평균 표준편차 t (df=244) 

유행성 
유럽 4.12 0.51 

0.04 0.42 1.43 
한국 4.08 0.55 

전문성 
유럽 3.70 0.68 

-0.02 0.49 -0.69 
한국 3.72 0.70 

성실성 
유럽 4.10 0.50 

0.07 0.39 2.70* 
한국 4.04 0.57 

*** p < .001, ** p < .05, * p < .01 

 

2. 유럽 브랜드의 브랜드 개성 인식 

 

유럽 브랜드 사이에 브랜드 개성 차원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때는, 유럽과 한국 브랜드에 대하여 각기 세 

달에 한번 이하로 방문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유럽브랜드의 경우는 자라(ZARA)의 경우 125명이 

그리고 에이치앤엠(H&M)의 경우 86명으로 총 211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한국소비자는 연구 대상으로 주어진 자라(ZARA)와 

에이치앤엠(H&M) 등 2개의 브랜드의 개성을 인지함에 있어 4개의 

요인 중 2개 요인 즉 전문성 (F= 29.50; p = .001)와 유행성(트렌디함) 

(F= 6.714; p = .01)에 대하여 자라(ZARA)와 에이치앤엠(H&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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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인지하였다. <표 4-9>에 주어진 결과처럼 전문성과 

유행성(트렌디) 두 측면에서 자라(ZARA)가 에이치앤엠(H&M)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 중에서 전문성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표 4-9> 한국: 유럽 브랜드 개성 차이 분석 (ANOVA) 

개성 브랜드 평균 표준편차 차이 제곱합 평균제곱 F 

전문성 
ZARAa) 3.07 0.7 그룹사이b) 14.07 14.07 29.50***  

H&M a) 2.55 0.68 그룹내b) 99.67 0.48  

유행성 
ZARA 3.79 0.55 그룹사이 2.21 2.21 6.71*** 

H&M 3.58 0.61 그룹내 68.7 0.33  

성실성 
ZARA 3.23 0.6 그룹사이 0.35 0.35 1.02 

H&M 3.14 0.58 그룹내 72.48 0.35  

강인함 
ZARA 4.9 1.01 그룹사이 0.45 0.45 0.44 

H&M 4.99 1.02 그룹내 214.25 1.03  

*** p < .001, ** p < .05, * p < .01 

a. ZARA에 대한 답변은 125, H&M은 86으로 총 211개가 사용되었다. 

그룹사이 분석의 df는 1, 그룹내 분석의 df는 364 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유럽브랜드를 1년에 적어도 3달에 한번 이상은 

방문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총 244명이었다. 세부적으로 

자라(ZARA)를 고른 응답자가 87명, 에이치앤엠(H&M)은 69명,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아직 유통되지 않는 ONLY가 88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중국소비자는 에이치앤엠(H&M)과 ONLY는 유사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자라(ZARA)를 기타의 2개 브랜드와 상이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개의 요인 중 유일하게 전문성 (F= 6.19; p 

= .01)에 대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0>에 주어진 일원 분산 분석의 결과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중국 

소비자도 자라(ZARA)를 여타 브랜드에 비하여 대담과 전문성에서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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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경우 브랜드 별 개성 인식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으며, 상이한 브랜드 개성 차원도 유사한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은 브랜드 별 차이도 크고, 브랜드 개성 차원에서도 

그 점수가 매우 상이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표 4-10> 중국: 유럽 브랜드 개성 차이 분석 (ANOVA) 

개성 브랜드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평균제곱 F 

유행

성 

ZARAa) 4.17 0.46 그룹사이b) .62 .31 1.27 

H&Ma) 4.06 0.49 그룹내b) 59.17 .25  

ONLY a) 4.08 0.53  

전문

성 

ZARA 4.07 0.71 그룹사이 8.40 4.20 6.19*** 

H&M 3.68 0.87 그룹내 163.66 0.68  

ONLY 3.68 0.89  

성실

성 

ZARA 4.17 0.46 그룹사이 0.62 0.31 1.2 

H&M 4.06 0.49 그룹내 59.17 0.25  

ONLY 4.08 0.53  

*** p < .001, ** p < .05, * p < .01 

ZARA에 대한 답변은 87, H&M은 69, ONLY 88개로 총 244개가 사용되었다. 

b) 그룹사이 분석의 df는 2, 그룹내 분석의 df는 241 이다. 

 

 

3. 한국 브랜드의 브랜드 개성 인식 

 

마지막으로, 연구의 대상이 된 한국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개성 

인식 비교해보았다. <표 4-11>에 기술된 것과 같이 한국브랜드의 

경우는 유행성(트렌디)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문성 

(F= 29.50; p = .001), 성실성 (F= 29.50; p = .001), 그리고 강인함 

(F= 29.50;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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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한국: 한국 브랜드 개성 차이 분석 (ANOVA) 

개성 브랜드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평균제곱 F(p) 

전문성 

스타일난다 2.54 0.87 그룹사이 26.17 4.36 7.72 (.00) 

마인드브릿지 4.33 1.15 그룹내 82.50 0.57  

로엠 3.08 0.65     

스파오 2.13 0.59     

미쏘 2.83 0.82     

체리코코 2.95 0.69     

온앤온 3.25 0.52     

유행성 

스타일난다 3.59 0.63 그룹사이 2.10 0.35 
0.97 

(0.45) 

마인드브릿지 4.13 0.90 그룹내 52.78 0.36  

로엠 3.54 0.66     

스파오 3.82 0.60     

미쏘 3.70 0.62     

체리코코 3.86 0.25     

온앤온 3.73 0.33     

성실성 

스타일난다 2.99 0.72 그룹사이 7.37 1.23 
3.39 

(0.00) 

마인드브릿지 3.89 1.02 그룹내 52.96 0.36  

로엠 3.50 0.61     

스파오 3.30 0.56     

미쏘 3.31 0.56     

체리코코 3.60 0.58     

온앤온 3.89 0.34     

강인함 

스타일난다 3.57 0.63 그룹사이 19.97 3.33 6.48(.00) 

마인드브릿지 4.33 0.76 그룹내 75.03 0.51  

로엠 2.67 0.79     

스파오 3.34 0.59     

미쏘 2.84 0.78     

체리코코 3.10 0.70     

온앤온 3.33 0.93     
a) 스타일난다 (n=28), 마인드브릿지 (n=28), 로엠 (n=18), 스파오(n=35), 미쏘(n=53), 체리코코 

(n=10), 온앤온(n=6) 

b) 그룹 사이 분석의 df는 6, 그룹내 분석의 df는 146 이다. 

 

한편 중국소비자들은 유럽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한국 브랜드에 

대하여도 전문성 (F= 2.056; p = .042)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차이가 매우 근소하고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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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중국: 한국 브랜드 개성 차이 분석 (ANOVA) 

개성 브랜드 평균 
표준 

편차 
구분 제곱합 

평균 

제곱 
F 

유행성 스타일난다 4.26 0.62 그룹사이 1.66 0.24 0.759 

 마인드브릿지 4.02 0.44 그룹내 75.52 0.31  

 로엠 4.05 0.61     

 스파오 4.01 0.51     

 미쏘 4.12 0.43     

 체리코코 4.09 0.53     

 쉬즈굿닷컴 4.02 0.7     

 온앤온 4.03 0.61     

전문성 스타일난다 4.05 0.67 그룹사이 6.76 0.97 2.056*** 

 마인드브릿지 3.81 0.52 그룹내 113.64 0.47  

 로엠 3.7 0.73     

 스파오 3.55 0.66     

 미쏘 3.7 0.78     

 체리코코 3.56 0.74     

 쉬즈굿닷컴 3.64 0.55     

 온앤온 3.81 0.67     

성실성 스타일난다 4.31 0.71 그룹사이 2.978 0.425 1.154 

 마인드브릿지 3.93 0.52 그룹내 89.257 0.369  

 로엠 4.01 0.58     

 스파오 4.05 0.62     

 미쏘 4.14 0.48     

 체리코코 4.02 0.68     

 쉬즈굿닷컴 4.13 0.57     

 온앤온 4.11 0.49     

*** p <.001, ** p <.05, * p < 0.1 

a. 스타일난다 (n=35), 마인드브릿지 (n=23), 로엠 (n=45), 스파오(n=39), 미쏘(n=19), 

체리코코 (n=49), 온앤온(n=27) 

b. 그룹 사이 분석의 df는 7, 그룹내 분석의 df는 24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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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중국과 한국 소비자가 인지하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구조에 근거하여 원산지와 브랜드 별로 상이한 브랜드 개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의 가설 1-2와 1-3는 채택되었다.  

 

제 3 절 패션 브랜드 개성의 효과 

 

본 절에서는 앞서 문화 별로 도출된 브랜드 개성 요인 구조를 

기반으로 인지된 질,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브랜드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브랜드 개성의 효과를 구조방정식 

모델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의 내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뒤이어 구조방정식 모델로 브랜드 개성의 각 요인이 

효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한국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중국의 결과가 뒤이어 제시되었다.  

 

1. 한국소비자의 패션 브랜드 개성의 효과 

 

(1) 개념적 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한국 소비자에 대하여 발견한 4개의 브랜드 개성 차원과 인지된 

브랜드 질, 몰입, 그리고 태도 및 행동 충성도를 포함한 개념적 모델을 

검증하였다. <표 4-13>을 보면, 또한, 모든 측정 변수의 요인 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p < 0.01), 브랜드 개성 차원을 이루는 몇몇 

측정 요인의 경우 0.7보다 낮은 요인 부하량을 보여 다소 내적일관성에 

우려되는 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Intelligent와 daring은 0.67과 

0.69로 0.7에 근접하였으나, Outdoorsy는 058로 상대적으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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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량을 가졌다. 그러나 수렴 타당성의 문제가 되는 수준인 0.5를 넘지 

못하는 변수는 없었다. 이렇게 기타의 모든 측정요인들은 모두 0.7을 

넘는 부하량을 보이며 안정적인 구성체 타당성 및 수렴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다차원 측정 모델의 수용 여부는 GFI, AGFI, CFI, N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판단하였다. 이들 적합도 지수 외에 

카이 제곱 검정의 경우, 표본수가 커질수록 유의수준 p 값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 연구 모델이 모집단에 적합하다는 귀무 가설의 기각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표본 크기가 클 경우 카이 제곱 통계량에 

의존하기 보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계수, 

2004). 주요 적합도 지수들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적합도 지수가 

추천 범위 (χ2/df < 3; RMSEA < .08; CFI/GFI/NFI > 0.9) 내에 존재하는 

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카이제곱 검정도 유의할 뿐 아니라 

(χ2(df)=455.622; df = 271), 다수의 적합도 지수 (χ2/df =1.681, 

GFI=0.916, CFI=0.971, RMSEA=0.043) 또한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계수를 이용해 계산되는 

평균분산추출지수(AVE)와 CR을 활용하여 수렴 타당도를 재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평균 분산 추출 지수는 0.50 이상을 넘을 때, 개념신뢰도는 

0.70 이상을 넘을 때, 수렴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Hair et al. 

2010). 강인함 요인의 CR값이 0.67로 0.7 기준을 넘지는 못하였으나 

근접하였다. AVE값도 기준인 0.5를 모두 넘어서며 모형의 적합도가 

타당하고 변수를 구성하는 측정 요인의 내용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바가 있어 가설 검증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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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한국: 확인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결과 

측정 
잠재 

요인 

표준화 

로딩 
표준오차 t b) α c) C.R. AVE d) 

Wholesome 

성실성 

0.70   

0.813 0.81 0.59 Honest 0.81 0.09 13.93 

Reliable 0.80 0.08 13.75 

Imaginative 

유행성 

0.72   

0.769 0.77 0.53 Daring 0.69 0.07 12.45 

Successful 0.76 0.08 13.73 

Intelligent 

전문성 

0.67 0.05 13.90 

0.73 0.74 0.60 Upper 

class 
0.86   

Outdoorsy 
강인함 

0.58   
0.648 0.67 0.51 

Tough 0.83 0.14 10.47 

BC1 

몰입 

0.87   

0.897 0.90 0.69 
AFF_LOY4 0.83 0.04 21.03 

BC2 0.77 0.05 18.18 

BC3 0.85 0.04 21.58 

BQ3 

인지된 

질 

0.78   

0.863 0.86 0.61 
BQ4 0.79 0.06 16.35 

BQ2 0.75 0.07 15.32 

BQ1 0.82 0.07 17.18 

AFF_LOY1 
태도L 

a) 

0.73   

0.78 0.78 0.55 AFF_LOY2 0.79 0.08 14.93 

AFF_LOY3 0.69 0.07 12.89 

RPI1 
행동L 

a) 

0.75   

0.87 0.87 0.57 RPI2 0.76 0.07 15.17 

WOM1 0.80 0.07 15.99 
a) L은 충성도 즉 Loyalty의 약어이다. 태도L은 태도 충성도, 행동L은 행동 충성도 의미 
b) 모든 경로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99%에서 유의하였다. 
c) Cronbach의 알파값이다. 
d)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이다. 

 

(2) 판별 타당도 분석 

 

측정 모델의 판별 타당성을 검증을 위해 각 잠재 변인의 평균 분산 

추출 지수(AVE)의 제곱근 값과 각각의 두 변인 간 상관 계수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Fornell & Larcker, 1981). <표 4–14> 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AVE의 제곱근 값에 비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사례가 몇몇 발견되며 판별 타당성에서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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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변수 간의 연관성 즉 상관계수가 높거나 AVE값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이다. AVE값은 수렴타당도의 기준인 0.5를 넘어서며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구조를 이루는 

요인들이 서로 상관이 높을 뿐 아니라, 브랜드의 인지된 질, 몰입, 

충성도 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4> 한국: 상관 계수와 판별 타당성 분석 

 1) 2) 3) 4) 5) 6) 7) 8) 

1) 인지된질 0.78        

2) 성실성 0.88 0.77       

3) 유행성 0.83 0.77 0.72      

4) 강인함 0.79 0.73 0.89 0.72     

5) 전문성 0.89 0.79 0.85 0.79 0.77    

6) 몰입 0.90 0.80 0.84 0.80 0.88 0.83   

7) 태도L 0.89 0.85 0.84 0.75 0.76 0.86 0.74  

8) 행동L 0.94 0.83 0.82 0.75 0.77 0.92 0.95 0.76 
a) L은 충성도 즉 Loyalty의 약어로 태도L은 태도 충성도, 행동L은 행동 충성도를 의미 

 

(3) 연구 문제2: 가설 검증 

 

측정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그림 5 - 2>와 같이 브랜드 개성 

효과에 대한 모델을 구성하고 Amos 22.0을 통한 구조 모델 평가를 

실시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처럼, 다차원 브랜드 개성 요인은 인지된 질, 

충성도, 그리고 브랜드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개념적 모델은 주요 적합도 지수가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χ2(df)=465.830(274), χ2/df =1.700 GFI=0.915 

AGFI=0.891 CFI=0.970 RMSEA=0.043).  

각각의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은 인지된 질, 충성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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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4-2> 한국의 브랜드개성과 효과에 대한 개념적 모델 

 

인지된 질에는 전문성(β전문성-인지된질 = 0.64, p = .001)과 

성실성(β전문성-재구매 = 0.37, p = .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브랜드 몰입에는 전문성(β전문성-몰입 = 0.71, p = .001)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다른 브랜드 개성 차원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태도 충성도에 대해서는 

유행성(트렌디함)가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β유행성(트렌디)-태도 

충성도 = 0.64, p = .02)는 가운데, 전문성(β전문성-태도충성도 = -1.03, p 

= .001)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성(β전문성- 행동 충성도 = -1.16, p = .001)은 또한 행동 충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서는 

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한국 

소비자가 인지하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은 각기 인지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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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 가설 2-1a은 

일부 채택되었다.  

효과 변수들 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 하였는데, 인지된 브랜드 질은 

태도 충성도 (β인지된 질- 태도 충성도 = 0.86, p = .001)와 행동 충성도 

(β인지된 질- 행동 충성도 = 1.13, p = .001)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브랜드 몰입 또한 태도 충성도 (β몰입- 태도 충성도 = 0.60, p = .001) 뿐 

아니라 행동 충성도 (β몰입- 태도 충성도 = 0.91, p = .001)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인지된 질과 몰입 모두 태도적 

충성도 보다는 행동적 충성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 대하여는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태도적 애착을 느끼기 보다는 행동적 충성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몰입 보다는 인지된 질의 

기여도가 더 큰 것을 봐서도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 대한 태도적 애착에 

비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인 브랜드 질이 충성도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한국 소비자는 인지된 질과 브랜드 몰입은 

브랜드 태도적 충성도와 행동적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2-

1b은 모두 채택되었다.  

 

<표 4-15> 한국: 개념적 모델 검증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 b) p 

성실성 

몰입 

 0.14 0.22 0.14 1.59 0.11 

유행성  0.02 0.03 0.24 0.12 0.91 

전문성  0.71 0.68 0.13 5.10*** 0.001 

강인함  0.11 0.18 0.25 0.73 0.47 

성실성 
인지된 

질 

 0.37 0.41 0.10 4.24*** 0.001 

유행성  -0.09 -0.09 0.17 -0.50 0.62 

전문성  0.64 0.44 0.09 5.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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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함  0.07 0.09 0.17 0.51 0.61 

성실성 

태도L 

 0.13 0.13 0.16 0.80 0.43 

유행성  0.64 0.56 0.24 2.37** 0.02 

전문성  -1.03 -0.62 0.17 -3.76*** 0.001 

강인함  -0.24 -0.26 0.25 -1.04 0.30 

성실성 

행동L 

 -0.11 -0.12 0.17 -0.70 0.49 

유행성  0.40 0.37 0.23 1.62 0.11 

전문성  -1.16 -0.74 0.15 -4.81*** 0.00 

강인함  -0.20 -0.22 0.25 -0.91 0.37 

인지된 질 
태도L a)  0.86 0.76 0.23 3.32*** 0.00 

행동L  1.13 1.04 0.23 4.49*** 0.00 

몰입 
태도L  0.60 0.37 0.12 3.20*** 0.00 

행동L  0.91 0.60 0.11 5.29*** 0.00 
a) L은 충성도 즉 Loyalty의 약어이다. 태도L은 태도 충성도, 행동L은 행동 충성도 의미 
b) *** p < .001, ** p < .05, * p < .01 

 

2. 중국소비자의 패션 브랜드 개성의 효과 

 

(1) 개념적 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 

  

중국의 경우도 개념적 모델을 검증하기 전에 브랜드 개성의 3개 

차원과 종속 변인을 포함한 요인들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6>에 제시된 것처럼,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여러 

선행연구가 제안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은 0.58~ 

0.73 사이의 표준화 계수를 가지고 잠재 요인에 연관되어 있었다. 

한국과 같이 수렴타당성에 대한 Hair, et al. (2010)의 기준에 따라 

중국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CR값은 유행성과 성실성을 제외하고는 

기준치인 0.7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문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0.7에 가까운 수준으로 신뢰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수렴타당도를 말하는 AVE는 성실성이 0.47로 수용 기준인 0.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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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0.4 수준에 머물러 중국의 잠재 변인 

모델에서 수렴타당도에 문제가 있었다.  

 

<표 4-16> 중국: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 타당도 분석 결과 

잠재 

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b) αc) CR AVE d) 

성실성 

Honest 0.67   

0.72 0.72 0.47 Spirited 0.7 0.09 12.32 

Reliable 0.69 0.08 12.17 

전문성 
Intelligent 0.59   

0.6 0.61 0.44 
Upper class 0.73 0.12 10.05 

유행성 

Charming 0.67   

0.75 0.75 0.37 

Cheerful 0.61 0.07 11.83 

Down-to-

earth 
0.6 0.07 11.63 

Imaginative 0.59 0.07 11.37 

Up-to-date 0.58 0.07 11.15 

인지된 

질 

BQ1 0.62 0.09 11.4 

0.7 0.66 0.39 BQ2 0.62   

BQ3 0.63 0.08 11.58 

몰입 

BC7 0.63   

0.69 0.64 0.37 BC4 0.6 0.08 11.1 

BC5 0.59 0.08 10.89 

태도L 
a) 

BC3 0.62   

0.67 0.67 0.4 BC2 0.65 0.09 11.9 

BC1 0.62 0.08 11.48 

행동L 

a) 

RPI2 0.61 0.1 11.05 

0.75 0.69 0.36 
RPI1 0.61 0.1 11 

WOM1 0.6 0.1 10.89 

WOM2 0.58   

a) L은 충성도 즉 Loyalty의 약어이다. 태도L은 태도 충성도, 행동L은 행동 충성도 의미 
b) *** p < .001, ** p < .05, * p < .01 
c) Cronbach의 알파값이다. 
d)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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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별 타당도 분석 

 

중국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판별 타당도를 계산한 

결과를 <표 4-17>에 제시하였다. 중국의 경우도 역시 판별타당도가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변인들의 

상관관계가 높아 잠재변인에 속한 측정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된 분산 

추출 지수인 (AVE)의 제곱근값보다 더 크게 드러나는 

경우이다(Fornell & Larcker, 1981). <표 4–17> 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중국은 잠재 변인의 AVE값이 낮았기 때문에, 상관 계수와 비교할 

AVE의 제곱근 값도 낮은 편으로 0.7보다 낮았다. 이에 반하여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요인과 효과 계수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다. 특히 

몰입은 성실성을 제외하고는 충성도와 인지된 질 등과 0.9 후반대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7> 중국: 상관 계수와 판별 타당성 분석 

 1) 2) 3) 4) 5) 6) 7) 

1) 행동적La) 0.60       

2) 성실성 0.81 0.68      

3) 전문성 0.72 0.56 0.66     

4) 유행성 0.98 0.88 0.68 0.61    

5) 인지된 질 1.00 0.82 0.87 0.91 0.62   

6) 태도L 1.04 0.85 0.77 0.92 0.90 0.63  

7) 몰입 0.98 0.78 0.82 0.90 0.93 0.95 0.60 
a) L은 충성도 즉 Loyalty의 약어로 태도L은 태도 충성도, 행동L은 행동 충성도 의미 

 

(3) 개념적 모델 검증 

 

측정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 후 시행한 가설 검정 결과는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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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와 같다. 중국의 경우도 개념적 모델의 주요 적합도 지수가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χ2(df)=440.200(214), 

χ2/df =2.057 GFI=0.922 AGFI=0.899 CFI=0.940 RMSEA=0.048).  

 

 

<그림 4-3> 중국의 브랜드개성과 효과에 대한 개념적 모델 

 

인지된 질에는 전문성 (β전문성-인지된질 = 0.41 p = .001)과 

유행성(트렌디함) (β유행성-인지된 질 = 0.74, p = .001)가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인지된 질과 마찬가지로, 브랜드 몰입에도 전문성 (β전문성-

브랜드몰입 = 0.35, p = .001)과 유행성 (β유행성-브램드몰입 = 0.78, p 

= .001)이 긍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충성도 중에서는 태도 

충성도 만이 전문성(β전문성-태도충성도 = 1.72, p = .03)과 

유행성(β유행성(트렌디)-태도충성도 = 3.29, p = .03)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행동 충성도는 어떠한 브랜드 개성 요인과도 관계가 없었다. 이로써, 

가설 2-2a 중 소비자가 인지하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은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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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질,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유행성과 전문성에 한하여 일부가 채택되었다. 

또한, 인지된 질과 몰입도 충성도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인지된 질이 태도적 충성도(β인지된 질-태도 

충성도 = -4.11, p = .001)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중국소비자에 대한 브랜드 효과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해 가정한 

가설 2-2b 인지된 질과 브랜드 몰입은 브랜드 태도적 충성도와 행동적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 모두 기각되었다.  

 

<표 4-18> 중국: 개념적 모델 검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b) p 

성실성 인지된질 -0.08 -0.08 0.16 -0.47 0.64 

전문성  0.41 0.36 0.09 4.15*** 0.00 

유행성  0.74 0.66 0.18 3.76*** 0.00 

성실성 몰입 -0.12 -0.12 0.20 -0.58 0.56 

전문성  0.35 0.32 0.10 3.40*** 0.00 

유행성  0.78 0.73 0.22 3.27*** 0.00 

성실성 태도L -0.16 -0.15 0.68 -0.22 0.82 

전문성  1.72 1.46 0.67 2.16** 0.03 

유행성  3.29 2.83 1.32 2.13** 0.03 

성실성 행동L -0.35 -0.30 0.37 -0.82 0.41 

전문성  0.78 0.60 0.59 1.02 0.31 

유행성  2.21 1.72 1.14 1.51 0.13 

인지된질 태도L -4.11 -3.96 1.36 -2.91*** 0.00 

인지된질 행동L -1.98 -1.74 1.40 -1.24 0.22 

몰입 행동L 0.46 0.39 0.37 1.06 0.29 

몰입 태도L 0.57 0.53 0.44 1.20 0.23 

a) L은 충성도 즉 Loyalty의 약어로 태도L은 태도 충성도, 행동L은 행동 충성도를 의미 
b) *** p <.001,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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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가 문화와 개인 성향에 의한 조절 효과  

 

본 연구는 Hofstede의 개인주의와 장기 성향을 중심으로 국가 

문화를 설명하고,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국적과,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의 

중앙값으로 집단을 나누어진 두 집단 간에 카이 제곱 값을 비교 

검정하는 방법인 다 집단 비교분석이 실시되었다. 한편 브랜드 개성이 

인지된 질,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 문화, 

자국민중심주의, 그리고 지위소비성향에 의해서 조절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중국과 한국의 문화 가치 비교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중국과 한국의 2030 여성 

소비자의 국적과 그로 인한 국가 문화 가치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도출해 

본다. 또한, 국적에 따른 수입 제품에 대한; 특히 신흥국 소비자들의 

소비성향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의 

차이를 규명하여 본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Hofstede의 문화 차원을 인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Hofstede가 제안한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샘플의 문화 차원을 점수화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구 결과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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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패션 제품 소비와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장기지향(long term orientation)을 중심으로 

하였다. 국가 문화에 따른 수입 패션 브랜드 소비 경향(구매 채널, 구매 

횟수, 구매 금액 등)과 성향(자국민중심주의, 지위소비경향) 차이를 

차이 검정과 ANOVA로 분석하였다.  

   

(1) 중국과 한국의 개인주의와 장기 지향 분석 

 

Hofstede의 국가 문화 가치 차원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변수로 

활용되기 어렵고, 연구에 활용한 표본 전체의 응답을 평균으로 하여 

Hofstede가 제안한 계산식에 따라서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2013년에 

개정한 국가 문화 가치 차원 계산식에 따라 도출한 점수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에 비하여 개인주의(한국IDV= 40.08; 중국IDV = 30.42)와 

장기 지향(한국LTO = 42.51; 중국LTO = 23.77)이 모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Hofstede와 그의 연구팀이 최근의 연구결과로 제공한 

것과 다소 상이하다. Hofstede가 이끄는 국가 문화 가치 연구팀에 

따르면(itim, 2016), 한국이 장기지향에서 중국보다 더 높은 것(한국LTO 

= 100; 중국LTO = 87)은 같으나, 개인주의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높은 것 (한국IDV= 18; 중국IDV = 20)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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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한국 vs. 중국 국가 문화 차이 

  Hofstede의 계산식에 따르면, 각 문화 가치 차원을 계산할 때, 연구 

상황에 맞는 차원 별 상수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각국의 차이에만 

집중하여 비교해 보자면, 개인주의는 기존 연구에서 한국이 2점 낮은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 한국이 약 10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 지향의 경우는 기존 연구에서 한국이 13점 앞서는 것과 유사한 

경향으로 한국이 19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대어, 

본 연구 대상자인 중저가 패션브랜드를 소비하는 2030 대도시 거주 

여성을 비교할 때, 한국이 개인주의와 장기소비성향이 모두 높은 문화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가설 3-1a. 2030 여성 소비자의 경우 

개인주의와 장기 지향 등의 Hofstede의 국가 문화 가치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조사결과와 다른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은 채택되었다.  

 

(2) 유럽 브랜드 원산지 제품에 대한 소비 행동 비교 분석 

 

수입제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럽을 원산지로 하는 

브랜드들에 대한 응답 만을 필터링하여 중국과 한국의 소비성향이 

상이한 지 알아보았다. 매장 방문 빈도의 경우, 중국 소비자들이 훨씬 

자주 매장에 방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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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한 사람이 한국은 전체의 20.8%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절반이 

넘는 50.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문 행동에 대한 카이 

제곱 검정의 결과는 유의하였다.  

 

<표 4-19> 유럽 원산지 브랜드에 대한 소비 행동 비교 

방문빈도 분석 한국 중국 전체 χ2 (df=5) p 

거의 매일 

빈도 2a 11b 13 56.55 0.001 

기대빈도 6 7 13   

% 0.90% 4.50% 2.90%   

3-4일에 

한번 이상 

빈도 4a 36b 40   

기대빈도 18.5 21.5 40   

% 1.90% 14.80% 8.80%   

일주일에 

한번 이상 

빈도 38a 76b 114   

기대빈도 52.9 61.1 114   

% 18.00% 31.10% 25.10%   

한 달에 

두번 이상 

빈도 79a 70b 149   

기대빈도 69.1 79.9 149   

% 37.40% 28.70% 32.70%   

한 달에 

한번 이상 

빈도 45a 35a 80   

기대빈도 37.1 42.9 80   

% 21.30% 14.30% 17.60%   

두 달에 

한번 이상 

빈도 43a 16b 59   

기대빈도 27.4 31.6 59   

% 20.40% 6.60% 13.00%   

전체 

빈도 211 244 455   

기대빈도 211 244 455   

% 100.00% 100.00% 100.00%   

a. 각각의 위 첨자는 .05 수준에서 열 비율이 서로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은 집단군을 나타냄 

 

중국은 물리적으로 국토가 넓어 개개인 소비자의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장 방문 행동이 

더욱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온라인 매장에 대한 방문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응답한 브랜드의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한국 소비자는 56.4%만이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중국 소비자는 전체의 93.0%가 온라인 구매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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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대답했다. 이것으로 예상해 보건 데, 중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가 더욱 활발한 것으로 예상되며,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빈번한 

방문이 가능한 온라인 채널로의 접근이 오히려 중국 시장 내 브랜드 

흡수와 채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대기업의 

오프라인 중심의 매장 확대보다, 국내 중저가 온라인 쇼핑 브랜드의 

중국 내 발전 및 도약이 빠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표 4-21> 유럽 원산지 브랜드 온라인 구매 경험 비교 

 온라인 

구매경험 
분석 한국 중국 전체 χ2 (df=1) p 

있음 빈도 119a 227b 346 83.36 0.001 

 기대빈도 160.5 185.5 346   

  비중 % 56.40% 93.00% 76.00%   

없음 빈도 92a 17b 109   

 기대빈도 50.5 58.5 109   

 비중 % 43.60% 7.00% 24.00%   

전체 빈도 211 244 455   

 기대빈도 211 244 455   

 비중 % 100.00% 100.00% 100.00%   

a. 각각의 위 첨자는 .05 수준에서 열 비율이 서로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은 집단군을 나타냄 

 

방문 행동과는 달리, 연평균 구매 횟수와 비용에 대한 대답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발전 단계와 대도시 

직장인의 평균 월소득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 소비자들의 수입제품 

소비가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이는 월 소득과 상관없이 중국 

소비자들도 한국과 유사한 구매력을 가진 시장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로써 가설 3-1b. 2030 여성 소비자의 수입 제품 소비 

행동은 국적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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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유럽 원산지 브랜드 구매 경험 비교 

구분 국가 평균 
표준 

편차 
ANOVA 제곱합 df F p 

구매 

횟수 

한국 7.22 6.33 집단-간 21.15 1 0.43 0.51 

중국 6.79 7.50 집단-내 22116.84 453   

합계 6.99 6.98 합계 22137.99 454   

구매 

금액
a) 

한국 10.63 12.65 집단-간 532.24 1 1.00 0.31 

중국 12.79 29.09 집단-내 239338.9 453   

합계 11.79 22.98 합계 239871.2 454   

a) 비교를 위해 중국위안화를 한국 환율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3) 국적에 따른 자국민중심주의 vs. 지위소비성향 분석 

 

장기주의성향과 개인주의는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과 같은 

수입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Hofstede의 문화가치 척도를 본 연구의 표본에 적용하였을 때, 

Hoftede가 기존에 제시한 결과에 비하여 그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30은 젊은 세대로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장기주의성향도 그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났다. 개인주의와 

장기주의성향에서 모두 중국은 한국에 비하여 낮은 점수로 드러났다. 

따라서, 중국은 유교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저가 브랜드 

소비자에 비하여 낮은 장기주의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성향은 인내나 

저축보다는 과감한 소비를 유도하는데 이에 따라 지위나 개성 표현을 

위하여 지출을 쉽게 할 가능성이 높아 지위소비성향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지위소비성향에 대한 국가별 분산분석 결과, 중국의 

평균이 3.64로 한국의 3.12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여성 소비자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다. 

최미영 (2015)는 중국 2030의 패션 브랜드 소비 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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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면서 월 득에 상관없이 비슷한 비중의 비용을 고정적으로 의류나 

패션 제품에 소비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에 비하여 개인주의 성향은 낮은 편이어서 

집합주의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민족중심주의를 고양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과 한국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의 차이는 더욱 커서 한국의 평균은 

2.12, 중국의 평균은 3.01로 141.01의 F값을 보이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한국에 비하여 

지위소비성향과 자국민중심주의가 모두 높은 문화적 특징을 띠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써, 가설 3-1c. 중국 소비자는 최근 경제 발전을 이룬 

신흥국으로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에서 모두 한국보다 높은 경향을 

가질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표 4-23>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 비교분석 

구분 국가 평균 
표준

오차 
ANOVA 제곱합 df 

평균 

제곱합 
F 

자국민 

중심 

주의 

한국 2.12 0.74 
그룹 

사이 
90.05 1 90.05 141.01*** 

중국 3.01 0.85 그룹 내 289.30 453 0.64  

총계 2.60 0.91 총계 379.35 454   

지위 

소비 

성향 

한국 3.12 0.57 
그룹 

사이 
30.25 1 30.25 102.68*** 

중국 3.64 0.52 그룹 내 133.46 453 0.29  

총계 3.40 0.60 총계 163.72 454   

 

2. 조절 효과 검정 

 

(1)  Default Model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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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브랜드 개성이 인지된 질, 몰입, 그리고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한 개념적 모델이 국가, 자국민중심주의, 그리고 

지위소비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브랜드 혹은 기업이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을 세계주의에 둘 것인가, 국가 혹은 

지역별 특성화에 둘 것인가와 관련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은 수입제품에 대한 소비 

행동에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민중심주의가 높은 

소비자들은 수입제품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지니고 구매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지위소비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은; 특히 신흥국인 

경우에; 선진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소비하여 지위를 상향조정하거나 

높은 지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지위소비성향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신흥국이므로 

하나의 방향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중국 패션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배경 뿐 아니라, 지위소비성향과 

자국민중심주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모두 적용 가능한 일반적 개성과 

효과 변수 간의 Default Model을 선정하고, 모델에 대한 국가, 

자국민중심주의, 그리고 지위소비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개성은 

한국과 중국에서 상이한 다차원으로 인지되었다. 

이에 브랜드 개성 중 한국과 중국에 걸쳐 동일하게 인지된 3가지 

차원 즉 성실, 세련, 그리고 흥미를 구성하는 8개의 측정변인으로 

하나의 브랜드 개성이라는 잠재 요인이 설정된다고 가정하여 개념적 

모델을 두 국가 문화에 적용가능하도록 상정하였다. 한편 효과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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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상관없이 이론상에서 주어진 개념 

그대로 진행하였다.  

또한, 자국민중심주의나 지위소비성향이 모두 선진국의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임을 고려하여 중국과 한국의 응답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응답 중의 유럽을 원산지로 하는 

응답 만을 걸러낸 데이터세트를 도출하였다. 응답한 브랜드 매장에 

적어도 두 달 에 한번 이상 방문하는 한국인은 211명, 중국인은 

244명으로 총 455개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중국소비자들은 

수입브랜드를 동양권 브랜드와 서양권 브랜드로만 구분한다는 선행 

연구에 비춰 ONLY는 한국에서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원산지 브랜드로 포함하였다.  

 

(2) 조절 효과 검정: Default Model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조절 효과 검정을 위해 브랜드 개성을 1개의 차원으로 가정한 

Default Model 내 잠재 요인의 확인적 요인 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은 

AMOS 22.0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그 결과는 각각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 4-23>과 <표 4-24>에 요약하였다. 모두 CFI = 0.94, GFI = 

0.89, 그리고 RMSEA = 0.06로 모델 적합도에서 기준을 적절히 

만족하였고, χ2/df도 3보다 작아서 (χ2=531.55, df=343; χ2/df = 

2.19)모델은 수용 가능하였다. 또한, 브랜드 개성을 1개의 차원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신뢰도를 측정하는 크론바흐 알파 값과 수렴 

타당도를 설명하는 Critical Ratio는 수용 기준인 0.7을 넘어서며 잠재적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다만,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인지된 질, 행동 

및 태도적 충성도 그리고 브랜드 몰입은 모두 0.5의 수용 기준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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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드러났으나, 브랜드 개성은 0.40으로 낮았다. 각 국의 경우 

다차원으로 존재하는 브랜드 개성을 1개로 묶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본 분석의 목적인 국적을 넘어서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과 같은 소비자 성향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동일한 

요인 구조를 가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  

 

<표 4-24> 디폴트 모델: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 타당도 분석 

잠재 

변인 

측정 

변인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a) 

크론바흐 

알파 
CR AVE 

 Intelligent 0.55 0.85 0.08 10.82 0.84 0.84 0.4 

 Reliable 0.77 1.08 0.07 14.7    

 Up-to-

date 
0.52 0.68 0.07 10.26    

브랜드 

개성 
Imaginative 0.51 0.64 0.06 10.09    

 Honest 0.74 1.14 0.08 14.2    

 Charming 0.55 0.74 0.07 10.81    

 Upper 

class 
0.68 1.15 0.09 13.19    

 Wholesome 0.67 1      

 BQ1 0.68 1   0.84 0.84 0.56 

 BQ2 0.74 1.12 0.08 14.58    

인지된 

질 
BQ3 0.76 1.06 0.07 14.88    

 BQ4 0.76 1.14 0.08 14.78    

 AFF_LOY4 0.85 1      

 BC1 0.83 1.06 0.05 21.7 0.88 0.88 0.64 

몰입 BC2 0.71 0.82 0.05 17.4    

 BC3 0.79 0.87 0.04 20.15    

 RPI1 0.68 0.9 0.06 14.55    

 WOM1 0.78 1.3 0.08 16.79 0.82 0.85 0.53 

행동 

충성도 
WOM3 0.71 1.04 0.07 15.05    

 WOM2 0.74 1      

 AFF_LOY1 0.76 0.95 0.06 17.04    

태도 

충성도 
AFF_LOY2 0.79 1.04 0.06 17.89 0.82 0.82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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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_LOY3 0.79 1      

a) 모든 경로 계수는 99%에서 유의하였다. 

조절 효과 분석을 위한 Default Model에서 브랜드 개성은 인지된 

질(β브랜드 개성-인지된 질 = 0.95; p = 0.00), 몰입 (β브랜드 개성-몰입 = 0.90; p 

= 0.00), 그리고 행동 충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브랜드 개성은 행동 충성도에는 부적 효과 (β브랜드 

개성-행동 충성도 = -0.63; p = 0.01)를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태도적 충성도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유의 확률이 

0.08로 90% 신뢰도 수준에서만 수용 가능하였다 (β브랜드 개성-태도적 충성도 

= -0.42; p = 0.08). 인지된 질은 긍정적이고 유의하게 행동적 충성도 

(β인지된 질-행동 충성도 = 0.92; p = 0.00)와 태도적 충성도 (β인지된 질-태도적 

충성도 = 0.88; p = 0.00)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몰입도 마찬가지였다.  

 

<표 4-25> 디폴트 모델: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화 비표준화 S.E. t 

브랜드 개성 인지된 질 0.95 0.94 0.07 12.91*** 

브랜드 개성 몰입 0.90 1.23 0.08 14.78*** 

브랜드 개성 행동 충성도 -0.63 -0.59 0.24 -2.53** 

브랜드 개성 태도 충성도 -0.42 -0.42 0.24 -1.76* 

인지된 질 행동 충성도 0.92 0.88 0.22 3.96*** 

인지된 질 태도 충성도 0.88 0.89 0.23 3.95*** 

몰입 행동 충성도 0.73 0.50 0.07 7.05*** 

몰입 태도 충성도 0.50 0.37 0.08 4.82*** 

모델 적합도 
χ2 (df) = 606.00 (df=222); χ2/df = 2.73 

RMSEA = 0.06; CFI = 0.94; GFI = 0.89 

*** p < .001, ** p < .05, * p < .01 

 

(3) 조절 효과 검정: 카이 제곱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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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다차원 브랜드 개성 요인들이 인지된 질, 충성도, 

브랜드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안된 모델에 대하여 자국민중심주의, 

지위소비성향 그리고 국적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은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되어 5점 

척도로 설문하여 응답되었고, 각 국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분리하였다. 

자국민중심주의(CET)의 중앙값(median = 2.5)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응답자는 CET_HIGH집단 (n = 229)이라고 명명하였고, 반대로 

중앙값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응답자는 CET_LOW집단(n= 226)이라고 

명명되었다. 마찬가지로 지위소비성향(SCT)의 중앙값(median = 

3.5)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응답자들은 SCT_HIGH (n= 200)로, 낮은 

점수를 얻은 응답자는 SCT_LOW (n= 255)로 명명하였다.  

 

<표 4-26> 조절 효과: 카이 제곱 차이 분석 

조절효과 제약모델 χ2 df ∇χ2 (df) p 검증 

국적 
Free 927.98 444 

68.04(26) 0.00 채택 
Full 996.02 470 

자국민 

중심주의 

Free 859.06 444 
49.90(26) 0.00 채택 

Full 908.97 470 

지위소비 

성향 

Free 923.94 447 
54.43(25) 0.00 채택 

Full 978.37 472 

 

본 연구는 지위소비성향과 자국민중심주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yrne (2008)이 제안한 한국과 중국 등 각 국의 상이한 개념적 

모델 하에서 가설이 모두 같다고 조건을 제약한 “FULL” constrained 

model과 어떠한 제약 조건도 없는 “FREE” constrained model의 

Chi-square의 차이를 검정하는 ‘카이 제곱 차이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4-26>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국적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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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에 따른 다 집단 비교의 유의한 카이 

제곱값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3. 경로 계수 차이 분석 

 

조절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Free모델에서 두 집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설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각 계수 간 계수와 표준오차를 활용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1) 국적별 경로 계수 차이 분석 

 

국적에 따라 개념적 모델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가운데, 각각 

대응되는 가설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지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27> 국적에 의한 조절 효과 분석 결과 

변인 종속 한국 중국 차이 분석 

독립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p 

개성 질 1.73*** 0.36 0.85*** 0.12 2.43** 0.02 

개성 몰입 2.14*** 0.44 0.87*** 0.11 2.79** 0.01 

개성 행동L 0.85** 0.33 -0.19 0.58   

개성 태도L 1.3*** 0.44 -0.21 0.73   

질 행동L 0.18* 0.1 0.72 0.63   

질 태도L 0.04 0.12 0.97 0.82   

몰입 행동L 0.3*** 0.07 0.42** 0.16   

몰입 태도L 0.22** 0.08 0.19 0.15   

잠재 측정 
비표준화 

계수 a) 

표준 

오차 

비표준화 

계수 a) 

표준 

오차 
T p 

개성 INT 1.5*** 0.33 0.88*** 0.14   

개성 RELI 1.8*** 0.37 0.79*** 0.11 2.8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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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UTD 1.36*** 0.31 0.69*** 0.11 2.19** 0.03 

개성 IMG 1.27*** 0.29 0.81*** 0.11   

개성 HON 1.24*** 0.29 0.78*** 0.11   

개성 CHRM 1.54*** 0.33 1.14*** 0.14   

개성 WS 0.83*** 0.23 1.02*** 0.13   

개성 UPC 1  1    

*** p < .001, ** p < .05, * p < .01 

a. 태도L = 태도 충성도, 행동 L = 행동 충성도, INT = Intelligent, RELI = Reliable, UTD = Up-

to-date, IMG = Imaginative, HON = Honest, CHRM = Charming,  

WS = Wholesome, UPC = Upper class 

 

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는 브랜드 개성이 인지된 질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브랜드 개성이 인지된 질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는 한국과 중국 모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가운데, 한국에서의 브랜드 개성의 영향이 중국에 비하여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경로의 경우 중국 소비자의 경우는 몰입이 

행동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만이 긍정적이고 유의하게 나타났고, 기타의 

경로는 모두 유의한 경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경우는 

개성이 행동 및 태도 충성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지된 질은 어떠한 충성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상했던 대로, 브랜드 몰입은 행동 및 태도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브랜드 개성의 요인구조에서도 국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바로 믿을만한(reliable), 그리고 최신의(up-to-date)였다. 

유의한 차이를 드러난 2개의 측정요인들은 앞서 진행했던 각국의 

브랜드 다차원 구조에서 각각 성실성과 유행성 등 다른 차원으로 분리된 

바 있는 요인이다. 한국 소비자의 경우, 브랜드 개성을 인식할 때 이 

3개의 측정 변인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중국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낮았다. 중국 소비자들은 상류층의 (upper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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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wholesome), 그리고 매력적인(charming)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가설 3-2a. 브랜드 개성과 효과 변수와의 

관계를 가정한 개념적 모델에서 개성이 효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문화 

즉 국적에 의하여 조절될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2) 자국민중심주의 집단 별 차이분석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중국이 자국민중심주의가 한국에 비하여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자국민중심주의가 낮은 집단은 한국과 유사한, 높은 

집단은 중국과 유사한 모델 계수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관계는 명확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CET_LOW는 브랜드 개성이 태도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운데, 브랜드 개성의 효과와 효과 변수간의 

관계가 유의하였다. 또한 브랜드 개성은 행동적 충성도에는 오히려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CET_HIGH에서는 브랜드 개성은 인지된 질과 브랜드 

몰입에 유의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충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인지된 질과 브랜드 몰입도 

브랜드 충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자국민중심주의가 높은 소비자들은 브랜드 개성을 아무리 높게 인지하고 

브랜드 질도 높게 평가하고 몰입을 하게 된다 하여도, 이것이 지속적 

구매행동이나 태도적 충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관계는 브랜드 개성이 몰입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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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예상한 것과 같이 자국민중심주의가 낮은 집단이 브랜드 

개성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맥락으로 

자국민중심주의가 낮은 집단에서는 브랜드 몰입이 태도적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자국민중심주의가 높은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브랜드 개성 요인 구조에서도 CET_HIGH와 CET_LOW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느끼는 개성 요소는 믿을만한(reliable)과 

정직한(honest)으로 모두 성실한(sincerity)을 구성하는 요소로 

드러났다. 이는 자국민중심주의가 낮은 소비자들은 수입 브랜드를 

믿을만하고 정직한 이미지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가설 

3-2b. 브랜드 개성과 효과 변수와의 관계를 가정한 개념적 모델에서 개성이 

효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자국민중심주의에 의하여 조절될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표 4-28> 자국민중심주의에 의한 조절 효과 분석결과 

변인 낮은 집단 높은 집단 차이 분석 

독립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p 

개성 질 0.93*** 0.1 0.79 0.08***   

개성 몰입 1.29*** 0.13 0.94 0.09*** 2.32 0.02 

개성 행동L -0.42** 0.21 0.26 0.29**   

개성 태도L -0.35 0.22 0.54 0.34** 2.18 a) 0.03 

질 행동L 0.66*** 0.18 0.35 0.25***   

질 태도L 0.66*** 0.2 0.3 0.28***   

몰입 행동L 0.54*** 0.07 0.24 0.17***   

몰입 태도L 0.47*** 0.08 0.02 0.19*** 2.13 0.03 

잠재 측정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t p 

개성 INT 0.75*** 0.07 0.75 0.07***   

개성 RELI 1.19*** 0.11 0.85 0.08*** 2.48 0.01 



 

１３４ 

개성 UTD 0.66*** 0.09 0.68 0.09***   

개성 IMG 0.59*** 0.09 0.66 0.08***   

개성 HON 1.19*** 0.12 0.86 0.08*** 2.3 0.02 

개성 CHRM 0.63*** 0.09 0.86 0.09***   

개성 WS 0.92*** 0.11 0.91 0.09***   

개성 UPC 1  1    

*** p < .001, ** p < .05, * p < .01 

a. 태도L = 태도 충성도, 행동 L = 행동 충성도, INT = Intelligent, RELI = Reliable, 

UTD = Up-to-date, IMG = Imaginative, HON = Honest, CHRM = Charming, WS = 

Wholesome, UPC = Upper class 

a) 차이 분석은 유의하나, 경로 자체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해석하지 않음 

 

(3) 지위소비성향의 집단 별 차이분석 결과 

 

지위소비성향에 의한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드러난 경로는 유일하게 

브랜드 개성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SCT_HIGH는 수입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개성이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고, 인지된 질과 몰입이 

행동 및 태도적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한 가운데, 브랜드 

개성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SCT_LOW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강하게 드러났다. 다만, 지위소비성향이 높다 하더라도 브랜드 개성이 

행동 및 태도적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지된 질과 몰입은 긍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성 요인 구조에서도 자국민중심주의의 경우와 달리, 

성실한(sincerity)를 구성하는 믿을만한(reliable)과 정직한(honest)뿐 

아니라, 흥미(excitement)를 구성하는 최신의(up-to-date)와 

매력적인(charming)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위소비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수입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성실한 

이미지와 흥미로운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１３５ 

가설 3-2c. 브랜드 개성과 효과 변수와의 관계를 가정한 개념적 모델에서 

개성이 효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지위소비성향에 의하여 조절될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표 4-29> 지위소비성향에 의한 조절 효과 분석 

변인 낮은 집단 높은 집단 차이분석 

독립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p 

개성 질 0.67*** 0.08 1*** 0.13   

 몰입 0.75*** 0.08 1.35*** 0.15 3.51*** 0.001 

 행동L -0.45 0.33 -1.04** 0.38   

 태도L -0.14 0.34 -1.01** 0.46   

질 행동L 0.91* 0.49 1.44*** 0.38   

 태도L 0.75 0.49 1.51*** 0.44   

몰입 행동L 0.54*** 0.13 0.42*** 0.09   

 태도L 0.21* 0.12 0.4*** 0.1   

잠재 측정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p 

개성 INT 0.76*** 0.1 0.68*** 0.12   

 RELI 0.72*** 0.08 1.22*** 0.13 3.2*** 0.001 

 UTD 0.37*** 0.07 0.78*** 0.12 3.02*** 0.001 

 IMG 0.51*** 0.08 0.6*** 0.11   

 HON 0.81*** 0.09 1.18*** 0.14 2.24** 0.03 

 CHRM 0.58*** 0.08 0.88*** 0.12 2.02** 0.04 

 WS 0.79*** 0.09 1.03*** 0.13   

 UPC 1  1    

*** p < .001, ** p < .05, * p < .01 

태도L = 태도 충성도, 행동 L = 행동 충성도, INT = Intelligent, RELI = Reliable, UTD 

= Up-to-date, IMG = Imaginative, HON = Honest, CHRM = Charming, WS = 

Wholesome, UPC = Upper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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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토의와 시사점 

 

제 1 절 한중 결과 비교와 토의 

 

본 연구의 중심은 한국과 중국의 중저가 패션 브랜드 개성 인식과 

그 효과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는 데 있다. 또한, 수입 브랜드에 대한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차이 뿐 아니라,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 

등의 수입제품 관련 소비성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장은 앞 장에서 국가별로 별도로 서술된 결과를 

비교하며 토의하고자 한다. 

가설 1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한국과 중국 모두 Aaker의 5가지 

브랜드 개성과는 상이한 차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Aaker를 비롯한 많은 

기존 연구들이 실증적으로 비판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도 문화에 

따른 브랜드 개성 차원 구조가 상이하다는 연구의 흐름에 함께하는 

결과를 드러냈다 (e.g., Aaker, et al., 2001; Sung & Tinkham, 2005; 

Zentes, et al, 2008; 김용주 외, 2008). 또한, Aaker의 기존 연구는 전 

소비재 산업에서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5가지의 차원이 발견되었지만, 본 연구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 

한정하여 도출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능력(competence)과 세련(sophistication)의 경우는 패션 

브랜드 개성에서는 크게 구분되어 인지되지 않아 전문성이라는 하나의 

차원으로 합쳐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한국은 Aaker의 

강인함(ruggedness)에 대응하는 강인함의 차원이 별도로 인지되는 

반면, 중국은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서 그러한 개성은 감지되지 않는 

차이를 보였다. Aaker, et al. (2001) 또한 일본과 스페인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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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구성된 브랜드 개성 인식 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토의하면서, 

남성성과 강인함으로 설명되는 강인함(ruggedness)는 일본과 

스페인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대신 peacefully(평화로움)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각 국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신의(sincerity), 

세련(sophistication) 등 기타 4가지 차원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으나 

그 차원을 구성하는 형용사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림 5-1> 원산지 별 브랜드 개성 인식의 국가 간 비교 

 

또한, 브랜드 개성 차원에 대한 원산지와 개별 브랜드 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그림 5-1>에 도식화 된 

것처럼, 원산지에 따른 브랜드 개성 인식의 대응 표본 t-test 결과 

한국은 자국 브랜드 제품에 비하여 유럽 원산지 브랜드에 더욱 강력한 

개성을 인식하는 반면, 중국은 한국 브랜드 제품에 유럽 원산지 

브랜드에 비하여 유사한 수준의 브랜드 개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Wu & Delong (2006)이 상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원산지를 인식할 때 서양과 

동양권으로 구분하여 인식한다는 결과와는 상이하다. 이러한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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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원산지 브랜드의 원산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브랜드 원산지 인식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5-1>과 같다.  

 

<표 5 – 1> 설문 대상의 브랜드 원산지 인식 현황 

한국 (n=250) 

브랜드 

원산지 
구분 덴마크 일본 미국 스웨덴 스페인 한국 모른다 

유럽 빈도 6 7 26 51 107 3 50 

 비중 2.4% 2.8% 10.4% 20.4% 42.8% 1.2% 20.0% 

한국 빈도 1 6 8 4 2 191 38 

 비중 0.4% 2.4% 3.2% 1.6% 0.8% 76.4% 15.2% 

중국 (n=250) 

브랜드 

원산지 
구분 덴마크 일본 미국 스웨덴 스페인 한국 모른다 

유럽 빈도 55 3 11 3 1 12 7 

 비중 59.8% 3.3% 12.0% 3.3% 1.1% 13.0% 7.6% 

한국 빈도 7 22 28 5 2 169 17 

 비중 2.8% 8.8% 11.2% 2.0% 0.8% 67.6% 6.8% 

 

<표 5–1>에 보여지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표본의 브랜드 원산지 

인식에 대한 추가 분석에서도 한국은 전체 설문 응답자의 76%가 

자라(ZARA)와 에이치엠(H&M)을 유럽 원산지 브랜드로 인식하고, 

중국의 경우도 76%가 원산지를 유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원산지 브랜드의 원산지 또한 정확히 한국으로 이해하는 소비자가 

76.4%, 일본을 포함한 동양권 브랜드로 인식하는 중국 소비자가 

76%로 원산지 인식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가 분석 

결과는 원산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오는 효과가 아닌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는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를 유럽 

브랜드에 비하여 개성의 강도에 있어 손색이 없는 브랜드로 인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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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브랜드 개성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브랜드 별 브랜드 개성 인식에 대한 가설 검증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브랜드 별 개성 

인식에 대한 평균 비교 분석의 결과를 보면, 중국 소비자들은 모든 

브랜드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나마 

차이를 보이는 차원은 전문성이다. 글로벌 SPA브랜드 중에 거의 

유일하게 명품과 유사한 디자인과 품질을 표방하며 가격과 제품의 

마케팅 믹스에서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추구하는 자라(ZARA)의 

경우만 전문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뿐, 유행성 및 성실성에서는 

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5-2> 유럽 원산지 브랜드 별 브랜드 개성 인식의 국가 간 비교 

 

뒤이어, 한국 브랜드에 대한 평가 조차도 전문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인식하였다. 다음에 이어지는 도표에서 중국소비자들은 개별 

브랜드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없는 데다가 브랜드 내에서 다양한 

개성 차원에 대하여도 특별한 차이를 드러내는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성에 대하여만 차별화된 인식을 다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 소비자의 경우 유럽 원산지의 브랜드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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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자국 브랜드에 대하여도 매우 차별화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5-3> 브랜드 별 브랜드 개성 인식의 국가 간 비교 

 

이는,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의 브랜드를 유럽 브랜드에 비하여 

브랜드 개성이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고도 보기보다는, 

아직은 브랜드 개성을 차별화되어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현희, 이금, & 전중옥 (2010)의 중국과 한국 소비자들의 매장 

VMD의 심미성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도 심미성이 낮은 것이 

오히려 중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국 소비자들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내수 브랜드를 경험해 온 것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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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중국 소비자들은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개별 브랜드 마다 독특한 

개성을 인지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된다. 

 

 

*** p < .001, ** p < .05, * p < .01 

a.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표시하지 않았다. 

<그림 5-4> 개념적 모델 검증 결과 비교 

 

이렇게 다르게 인식되는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요인이 인지된 

브랜드 질, 몰입, 그리고 충성도에 미치는 직접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구조방정식을 기반으로 분석해 보았다. 가설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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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비교해 보면 아래 <그림 5-4>와 같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 

달리 강인함의 브랜드 개성을 인식하긴 하였지만, 인지된 질, 몰입, 

그리고 충성도 어디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실성은 인지된 질에, 유행성(트렌디함)는 태도적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브랜드 관련 효과 변수에 가장 

다양한 역할을 비치는 것은 전문성이었다. 전문성은 인지된 질, 몰입, 

그리고 태도 및 행동 충성도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흥미로운 것은 전문성이 인지된 질과 몰입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태도 및 행동 충성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저렴하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 가격에 비하여 전문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하는 

브랜드가 특별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충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전문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저가 브랜드의 

경우 대개 경쟁 브랜드 중 가격이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개별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개성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라 

(ZARA)가 에이치앤엠 (H&M)에 비하여 전문성 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브랜드에서도 마인드 브릿지, 

로엠, 그리고 온앤온 등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더욱 낮은 로컬 

SPA브랜드인 스파오와 미쏘 혹은 스타일난다를 비롯한 온라인쇼핑몰에 

비하여 전문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들이 전문성의 차원에서 높은 인식을 받은 브랜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브랜드들로 충성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유하기에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제약과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중국의 경우, 성실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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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유행성이 인지된 질, 몰입, 그리고 태도적 충성도에 모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결과와 가장 

다른 것은 중국 소비자들이 유행성 즉 최신의 트렌드와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전문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비하여 더욱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문성이 

태도적 충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과는 달리, 중국 소비자들은 

전문성과 유행성이 모두 태도적 충성도 형성에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유행성의 중요한 역할은 인지된 

질과 몰입의 형성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이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유행에 따르는 개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권유진 외 4인 (2009)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는데, 그들은 한국 연예인의 광고모델 속성을 분석하여 

중국소비자의 패션 브랜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유사성, 친밀성, 유명성, 매력성, 신뢰성 등 5개의 속성을 도출하였다. 

그 중 매력성은 ‘세련된, 멋진, 개성이 강한’ 등으로 구성되었고 

신뢰성은 ‘정직한, 믿음이 가는’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브랜드 개성과 

유사한 요소인데 이중 신뢰성 즉 본 연구에서 성실성과 유사한 개성 

차원은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구매의도 등 그 어디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본 연구의 유행성과 가장 유사한 

매력성은 구매의도, 신뢰도,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 전문성이 오히려 태도적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들의 높은 지위소비성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수와 동료들 (2014) 연구 결과에서도 중국 소비자들은 패션 

브랜드의 품질이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체면의 매개효과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중국 소비자의 패션 제품 소비 행동을 연구한 몇몇 



 

１４４ 

연구에서도 (e.g., 최미영, 2015)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에 상관없이 

적극적인 패션 제품 소비행태를 보여준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성실성 대비 전문성과 유행성의 주요한 

인지된 질과 몰입에 대한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인지된 브랜드 질에 대한 연구에서 Ramaseshan & Tsao (2007)는 

유행성과 전문성의 차원은 항상 인지된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브랜드의 종류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한데 유행성과 상징적 브랜드에, 

전문성은 경험적 브랜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Ben Sliman et 

al. (2005)도 개성 차원 중 유행성이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몰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발견했다. 이렇듯 

유행성과 전문성은 브랜드 개성 중 브랜드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변수로써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upphellen & Gronhaug 

(2003) 의 연구에 따르면, 리바이스에 대한 태도에 전문성은 긍정적 

영향을 준 반면에, 성실성(sincerity)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효과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한국의 경우는 인지된 질과 

몰입이 태도 및 행동 충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의 

경우는 인지된 질은 태도 충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몰입은 

행동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지된 질의 

부적 영향은 중국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의 품질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은 품질에 대한 기대 자체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지된 

질이 높은 것은 오히려 태도적 충성도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반대로, 브랜드와의 지속적 관계에 대한 태도적인 애착인 몰입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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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나 추천에 대한 행동적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중국 

소비자의 경우 브랜드가 구매와 방문 등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감도 

VMD에 쾌락적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고감도 VMD에 실용적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결과를 보여준 박현희와 동료들의 결과와 같이 브랜드 

질에 대한 인식의 요소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국가문화와 수입제품에 대한 소비성향 (자국민중심주의 

및 지위소비성향)의 조절 효과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소속 국가 즉 국적에 의한 단순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국적과 상관없이 자국민중심주의나 지위소비성향 등 개인 소비자의 수입 

제품에 대한 성향에 의해서도 브랜드 개성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구조방정식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모델을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예상한 대로 국적과 개인 소비성향에 

의한 차이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에 의해서 전체적인 

모델에도 차이가 있었지만, 경로 간 차이가 유의한 것에 토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개성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이 중국에 비하여 유의하게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 한국은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이 모두 

낮은 집단임을 유의하여 다음 결과를 살펴보자. 만약, 국가 문화의 

차이가 브랜드 개성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지배한다면, 

자국민중심주의가 낮은 집단(CET_LOW)와 지위소비성향이 낮은 

집단(SCT_LOW)에서 브랜드 개성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이 하였다. 예상한 것과 같이 

자국민중심주의가 낮은 집단에서 브랜드 개성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반대로 지위소비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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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집단에서는 브랜드 개성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더욱 낮게 드러났다. 또한, 한국 소비자들은 중국 소비자와 달리 

브랜드 개성이 인지된 질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큰 반면에, 품질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중국 소비자들은 개성이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5-5> 국가에 따른 조절 효과 분석 결과 

 

한편,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과 중국 소비자를 하나의 표본으로 

고려하고, 자국민중심주의의 중앙값에 의하여 표본을 나누어 집단별 

비교 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5-6>과 같다. 자국민중심주의가 낮은 

소비자들은 브랜드 개성이 태도적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이며, 

높은 소비자들은 반대로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국민중심주의가 

높은 소비자들은 브랜드 개성이 강한 경우에라도 브랜드에 몰입하지는 

않지만 태도적으로는 충성적인 경향을 형성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지위소비성향이 낮은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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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은 몰입에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브랜드 

개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 문화의 차이와 자국민중심주의 

그리고 지위소비성향에 따라서 서로 상의하게 드러났다. 

 

 

<그림 5-6> 자국민중심주의에 따른 조절 효과 분석 결과 

 

이 때, 국가 문화에 의해서는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에 비하여 유럽 

브랜드를 평가할 때 믿을만한 과 최신의 등의 요소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국민중심주의가 높은 소비자들은 수입 

제품을 인식할 때 낮은 소비자들에 비하여 성실성에서 큰 차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믿을만한 과 정직한 에서 자국민중심주의가 

높은 소비자들은 낮은 소비자에 비하여 유럽 브랜드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지위소비성향에 의해서는 성실성을 

구성하는 믿을만한 과 정직한, 그리고 유행성을 구성하는 매력적인 과 

최신의 에서 평가의 차이가 드러났다. 지위소비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이 

유럽 브랜드에 대하여 위의 4개의 브랜드 요인을 모두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 브랜드에 대한 한·중 소비자의 국적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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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개인소비성향에 대한 차이는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은 서로 일관되어 

자국민중심주의가 낮은 집단과 지위소비성향이 높은 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자국민중심주의가 매우 높은 중국소비자의 경우 

브랜드 이는 최유라와 추호정 (2013)의 과시적 소비성향이 

자민족중심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준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그림 5-7> 자국민중심주의에 따른 조절 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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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중국시장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중저가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다.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는 글로벌 SPA를 

중심으로 하며 백화점 이외의 온라인이나 소호 혹은 편집샆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는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하였다. 급속한 패션 시장의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품 브랜드가 부재한 국내 

패션브랜드 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성공은 

더욱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중국내에서의 한국 패션 브랜드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글로벌 특히 유럽 SPA브랜드와 중국 내 입지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 중저가 브랜드들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패션 실무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글로벌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브랜드 소통 전략에서 필수적인 브랜드 개성을 독립변수로 택하였다. 

특히 패션 상품은 소비자에 착용 되어 소비되어 개성을 표현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브랜드 개성을 지니는 지가 더욱 중요하며, 

이를 소비자와 명확히 소통하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하는 데 

효과적이다. 한편 브랜드 개성은 Aaker에 의해서 제안된 이후 문화와 

상품군에 따라 상이한 차원을 보이는 실증적 이론의 틀로써, 중저가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 등 다문화의 다차원 구조를 

확인하여 이러한 학문의 흐름에 기여하였다. 

브랜드 개성의 차원 별로 인지된 질, 몰입, 그리고 태도적 및 행동 

충성도에 기여하는 바가 달랐다. 이는 문화에 따라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랜드 개성 전략의 효과로 빈번히 고려되는 다양한 

브랜드 관련 효과 변수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상이한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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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브랜드 개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하는 브랜드 관련 

결과 변수를 알아보았다. 또한 수입 브랜드를 대상으로 신흥국인 중국과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브랜드 개성과 그 효과의 관계가 

브랜드 원산지, 자민족중심주의 그리고 지위소비성향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개성 차원을 한국에 

비교하여 중국의 결과를 제시하여 실무적으로는 중국 겨냥 사업을 진행 

혹은 계획하고 있는 산업 내 실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학문적으로는 

브랜드 관련 비교 연구의 기여할 수 있었다. Aaker의 기존 요인구조와 

비교하여 동양 문화의 공통점을 가진 한국과 중국이 비교적 유사한 

브랜드 개성의 구조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의라 하겠다. 

특히 브랜드 개성의 효과변수로써 자주 다뤄지지 않던 충성도의 

개념을 태도적, 재구매, 구전의도로 심화하여 제안함으로써 브랜드 개성 

요인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구매와 구전의도는 행동 

충성도로 태도적 애착을 태도 충성도라고 정의하였는데, 한국 

소비자에게 브랜드 개성의 요소 중에 전문성은 오히려 충성도에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충성도에 

긍증적 영향을 미쳤다. 중저가 브랜드는 합리적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반복 구매가 가능한 편이다. 명품이나 고가의 내수 브랜드에 비하여 

태도적 충성도가 행동 충성도로 이어지지 않고, 태도적 충성도 없이 

행동 충성도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행동 

충성도에는 브랜드 개성이 어떠한 직접적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브랜드 

몰입에 의해서만 매개되어 나타났다. 이는 중저가 브랜드가 고객의 

충성행동이나 태도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중국 소비자의 브랜드 몰입을 높이기 위한 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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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나 특별한 마케팅 판촉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개성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결론적으로 중국과 한국 

소비자 모두 고급스럽고 전문성 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도 유행성(트렌디)로운 이미지를 매우 

선호하는 것을 시사한다. 성실성의 이미지는 한국에서만 중요하고 

중국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한국에서 강인함은 주요한 

효과를 끼치지 않으며, 중국에서는 브랜드 개성의 차원으로 존재하지 

않는 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Aaker의 기존 연구에서도 강인함은 

미국의 청바지 브랜드인 리바이스와 같은 서구적인 요인으로 존재하였고, 

이후의 동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일한 강인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서구적인 개성이 인지되지 않거나, 혹은 인지된다 

하더라도 몰입이나 충성도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겠다.  

또한, 본 연구는 유럽과 한국 원산지의 다양한 브랜드를 

포함하여브랜드 별 브랜드 개성이 어떻게 다르고 유사하게 인식되는지 

한국과 중국을 다각도로 비교해 볼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실무자들에게 희소식은 중국 소비자들이 유럽 원산지 글로벌 

SPA브랜드에 뒤쳐지지 않게 한국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 원산지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기업이 중국 진출에서 브랜드 컨셉과 제품의 포지셔닝을 설정함에 있어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수입 제품에 대한 브랜드 개성의 효과는 국적 뿐 아니라 

자국민중심주의와 지위소비성향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위소비성향과 자국민중심주의가 모두 높은 중국을 상대적으로 두 

소비성향이 낮은 한국과 다각적으로 비교한 결과, 자국민중심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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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더라도 지위소비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은 그 효과가 완화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이에, 자국민중심주의가 높은 국가의 진출함에 있어서 

지위소비성향을 자극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１５３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명품 브랜드에 비하여 브랜드 관련 연구에서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중저가 패션 브랜드에 집중하였다. 최근 전세계 

의류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SPA를 비롯한 중저가 패션 브랜드들을 

집중 조명하여 브랜드 개성, 브랜드 자산의 중요한 축인 인지된 질, 

그리고 브랜드 몰입과 같은 중요한 브랜드 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탐색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특히 중국과 한국 소비자가 인지하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 다차원 구조를 규명하고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여 기존의 인지된 질과 몰입 중심의 브랜드 개성 효과 

연구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비교문화 연구로써 몇가지 한계를 보인다.  

우선, 브랜드 개성 다차원 구조의 도출과 관련된 한계점을 논의해 

보겠다. 첫번째 Aaker모델에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단계에서 본 

연구는 “공분산 구조가 양의 관계가 아니다 (The following matrix is 

not positive)” 경고를 보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모델 적합도가 유의한 

수준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경고 때문에 적절히 적용할 수 없었다. 

아직까지는 위 경고에 대한 뚜렷한 통계적 해결책이 학자들 간에 동의 

되어 알려져 있지 않은 가운데, Warke(1993)등은 해외 지역에 대한 

연구의 경우 해석의 오류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데이터 클리닝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다양한 방법에 의거하여 클리닝을 진행해 

보았지만, 더 나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번역-재번역법을 

통하여 중국과 한국의 변수간 의미는 어느정도 평행하게 얻어진 듯하나, 

오히려 Aaker의 기존 연구인 미국에서의 해당 형용사의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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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문화에서의 의미가 적절히 매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 다차원 구조 최종 결과에서 중국과 한국의 결과는 서로 유사한 

형용사가 묶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질적 조사를 통해 

Aaker의 서구 형용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과 중국의 

형용사를 찾아내는 단계가 추가되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해결된다.   

둘째,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를 보면, 설명력이 한국은 47.89%, 

중국은 41.51%로 50%를 넘지 못하였다. 이는 브랜드 개성 15개 

항목으로는 개성이 다양한 패션 브랜드 개성을 모두 설명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SPA를 위시한 패션 브랜드의 경우 다양한 

개성을 보유한 라인을 하나의 매장에 동시에 진열하여 하나의 개성으로 

집약되기 어려워 다양한 브랜드 개성 항목이 서로 상관이 높아 하나의 

개성 요인으로 추출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를 얻은 자라의 경우, 럭셔리 라인인 자라 콜렉션과 

정장 라인인 자라 우먼, 단순한 디자인의 필수 아이템을 위시한 베이직 

라인,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trf 라인 등 다양한 라인을 동시 

다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 브랜드 안에 다양한 sub-line 을 

운영하는 최근의 패션 유통 브랜드의 현황 때문에 브랜드 개성의 요인이 

다소 집약적으로 추출되어 다양한 브랜드 개성 요인 구조를 찾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보여진다.  

한편 본 연구의 개념적 모델을 검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큰 통계적 

문제점은 미흡한 판별 타당성으로 고려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잠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측정 변수의 설명력인 AVE값은 작은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는 개념적 모델에 포함된 모든 변수가 브랜드 

관련 변수로써 개성, 자산 (인지된 질), 충성도, 그리고 몰입 등 모든 

변수가 서로 관련성이 높은 것이 필연적인 데다가, 브랜드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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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의 설명력이 매우 낮은 것이 큰 문제였다. 예전 Aaker의 

논문에서는 브랜드 개성을 42개의 형용사(elements)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차원 구조를 도출했던 반면, 본 연구는 비교연구의 편의성을 

위해서 15개의 더 큰 차원의 형용사(facet)를 활용하여 브랜드 개성의 

다차원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급변하는 유행에 맞추어 다양한 서브-라인을 보유하거나 컨셉을 자주 

변경하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들의 현황을 반영하여 패션 브랜드의 

다양한 개성을 표현하기에 15개의 형용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브랜드 개성의 요소 42개를 모두 

적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대상이 유럽 및 한국 브랜드에만 국한되어 있어 

중저가 패션 브랜드를 포괄적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유럽 브랜드는 

SPA브랜드이고 국내 브랜드는 대개 온라인 쇼핑몰로 그 본질이 상이한 

브랜드이다. 중국 내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인식을 찾아내어 국내 패션 실무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하려고 의도적인 연구 설계를 실행하였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브랜드 원산지 이외의 차이를 주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문적 흐름에 기여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Aaker의 브랜드 개성 척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패션 제품에 가장 적절한 형용사를 42개의 기존 형용사군에서 

선택하고 추가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특히 중국 소비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브랜드 개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매장 VMD, 제품, 광고 등의 자극물을 주어 명확성을 

높이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많은데, 매장 VMD를 마케팅의 중요 요소로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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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브랜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 구매가 많은 상황이 브랜드 

개성의 인식을 저해하는 데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구매 경험을 가진 소비자를 비교 분석하여 브랜드 

개성 인식과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어, 본 연구의 개념적 

모델이 모두 브랜드 관련 변수로 구성되어 변수간 상관관계가 높은 

한계가 있었다. 브랜드 개성 연구의 경우는 브랜드 관련 변수보다는 

기타의 소비자 행동 변수가 함께 고려되는 것이 잠재 변인의 수렴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효과 변수를 변경하여 

브랜드 개성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적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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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설문지>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자 -> 종료   2) 여자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 20세 이하 또는 40세 이상 종료 

SQ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17개 시도 제시 --> 서울 외 지역 종료 

SQ4. 다음의 패션 브랜드 중에서 귀하가 최근 1년 내에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인 경우, “가장 최근에” 

구매한 브랜드를 ‘하나’ 골라주세요. 

① 자라(ZARA) ② H&M ③ 온리(ONLY)[한국 설문에서는 숨김] 

④ 갭(GAP)-> 종료 ⑤ 유니클로(UNIQLO)-> 종료 ⑥이중에 없음-> 

종료 

SQ4-1. (SQ4번 선택보기 제시) 브랜드를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SQ4-2. (SQ4번 선택보기 제시) 브랜드의 브랜드 원산지 (브랜드의 본사가 

있는 나라)를 골라주세요.  

① 덴마크  ② 일본   ③ 미국 

④ 스웨덴  ⑤ 스페인  ⑥ 한국 

⑦ 모른다 

SQ5. 다음의 패션 브랜드 중에서 귀하가 최근 1년 내에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인 경우, “가장 최근에” 

구매한 브랜드를 ‘하나’ 골라주세요. 

① 스타일난다  ② 마인드브릿지  ③ 로엠 

④ 스파오  ⑤ 미쏘   ⑥ 체리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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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쉬즈굿닷컴 ⑧ 온&온(ON&ON) ⑨이 중에 없음-> 종료 

SQ5-1. (SQ5번 선택보기 제시) 브랜드를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SQ5-2. (SQ5번 선택보기 제시) 브랜드의 브랜드 원산지 (브랜드의 본사가 

있는 나라)를 골라주세요.  

① 덴마크  ② 일본   ③ 미국 

④ 스웨덴  ⑤ 스페인  ⑥ 한국 

⑦ 모른다 

 

본 연구는 패션브랜드 개성과 그 효과에 대한 조사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과 후속 연구 등의 학문적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의 책임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양수진 (mori0419@naver.com) 

82-10-2253-0419 

 

Q.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연령 등 개인정보는 집계되어 분석을 위해 통계적 

목적 및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검증 자료로만 활용되며, 또한 수집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30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통계처리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1) 동의함   2) 동의하지 않음  

문1. 다음은 귀하가 최근 1년 내에 구매한 경험에 있다고 대답한 브랜드에 

관련된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1. 귀하는 [SQ4 선택보기 제시]을/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시나요? 아래의 

문항 중 귀하의 방문패턴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세요.  

[단수 응답] 

① 거의 매일 간다  ② 3-4일에 한번 이상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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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주일에 한번 이상 간다 ④ 한달에 두번 이상 간다 

⑤ 한달에 한번 이상 간다 ⑥ 두달에 한번 이상 간다 

⑦ 세 달에 한번 이상 간다 ⑧ 6개월에 한번 이상 간다 

⑨ 1년에 한번 이상 간다 ⑩ 거의 가지 않는다 

 

문1-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SQ4 선택보기 제시] 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을 모두 포함) 몇 회 정도 구매 하셨나요? 기억에 남는 것에 한하여 구매 

횟수를 기입해 주세요. [단수 응답] 

___________회 

문1-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SQ4 선택보기 제시] 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을 모두 포함) 1회 평균 얼마의 금액을 지출하시는 편입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기억나는 대로 평균 금액을 적어주세요 [단수 응답]  

______만원 

문2. 다음은 [SQ4 선택보기 제시] 의 브랜드를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다음의 

주어진 단어들이 얼마나 브랜드 [SQ4 선택보기 제시]를 잘 설명하는지 

동의하는 정도의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 

보통이다. 조금설명한다 
매우 잘 

설명한다 

상위 계층의 Upper 

class 
     

세상 물정에 밝은 

(현실적인) Down-

to-earth 

     

건전한 Wholesome      

발랄한 Cheerful      

매력적인 Charming      

대담한 Daring      

기백이 넘치는 

Spirited 

     

진실한 (진심 어린) 

Honest 

     

창의적인 (독특한) 

Imaginative 

     

최신의 Up-to-date      

믿을만한 Reliable      

지적인 Intelli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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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한 Tough      

성공한 Successful      

옥외 활동을 좋아하는 

Outdoorsy 

     

 

문3-1. 다음은 브랜드 [SQ4 선택보기 제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들 입니다. 최근 1년간의 [SQ4 선택보기 제시]에 관련된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장에 귀하가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는 매우 동의한다 입니다. .[ 

 1 2 3 4 5 

[SQ4 선택보기 제시]는 돈을 들일 가치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SQ4 선택보기 제시]를 

추천할 수 있다.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SQ4 선택보기 제시]는 돈에 비하여 좋은 가치를 

가진다. 

     

나는 [SQ4 선택보기 제시]에 몰입되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SQ4 선택보기 제시]를 꼭 

구매해야 한다고 추천할 수 있다.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SQ4 선택보기 제시]는 매우 높은 질을 가진다. 
     

[SQ4 선택보기 제시]는 비슷한 가격대의 상품군 

내에서는 최고의 브랜드이다. 
     

나는 항상 [SQ4 선택보기 제시]를 지속적으로 

높은 질의 상품을 가진 브랜드라고 간주할 수 

있다. 

     

나는 [SQ4 선택보기 제시]를 사용할 때 기분이 

좋다. 

     

나는 다음 번에 비슷한 가격대의 의류를 

구매하고자 할 때도, [SQ4 선택보기 제시]를 

구매할 것이다. 

     

 

문3-2. 다음은 브랜드 [SQ4 선택보기 제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들 입니다. 최근 1년간의 [SQ4 선택보기 제시]에 관련된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장에 귀하가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는 매우 동의한다 입니다. 

 
1 2 3 4 5 

내가 [SQ4 선택보기 제시]를 사용할 때, 나는 

나의 돈의 가치를 얻는 느낌이 든다. 
     

[SQ4 선택보기 제시]는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나는 [SQ4 선택보기 제시]에 충성하고 있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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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4 선택보기 제시]가 사기 쉽지 않을 경우라도, 

나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구매하고자 할 것이다. 
     

나는 [SQ4 선택보기 제시]의 고객으로 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의지가 있다. 
     

[SQ4 선택보기 제시]는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나는 [SQ4 선택보기 제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자 한다. 

     

[SQ4 선택보기 제시]는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들 보다 항상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제품을 

제안한다. 

     

가격, 시간, 그리고 노력 등을 모두 고려할 때, 

[SQ4 선택보기 제시]는 좋은 구매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나의 [SQ4 

선택보기 제시]와 관련된 경험을 말할 수 있다. 

     

 

문4. 귀하는 [SQ5 선택보기 제시]에서 최근 1년 내에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관련된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1. 귀하는 [SQ5 선택보기 제시]을/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시나요? 아래의 

문항 중 귀하의 방문패턴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세요.  

[단수 응답] 

① 거의 매일 간다  ② 3-4일에 한번 이상 간다 

③ 일주일에 한번 이상 간다 ④ 한달에 두번 이상 간다 

⑤ 한달에 한번 이상 간다 ⑥ 두달에 한번 이상 간다 

⑦ 세 달에 한번 이상 간다 ⑧ 6개월에 한번 이상 간다 

⑨ 1년에 한번 이상 간다 ⑩ 거의 가지 않는다 

 

[문4-1보다 클 수 없음, 클 경우 경고창 제시 “문4-1에서 ‘00’번 방문 

하셨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구매 횟수는 방문 횟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문4-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SQ5 선택보기 제시]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을 모두 포함) 몇 회 정도 구매 하셨나요? 기억에 남는 것에 한하여 구매 

횟수를 기입해 주세요. [단수 응답] 

___________회 

문4-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SQ5 선택보기 제시]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을 모두 포함) 1회 평균 얼마의 금액을 지출하시는 편입니까? 정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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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더라도 기억나는 대로 평균 금액을 적어주세요 [단수 응답]  

_____만원 

 

문5. 다음은 [SQ5 선택보기 제시]의 브랜드를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다음의 

주어진 단어들이 얼마나 브랜드 [SQ5 선택보기 제시]를 잘 설명하는지 

동의하는 정도의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 

보통이다 

조금 

설명한다 

 

완벽하게 

설명한다 

상위계층의 Upper class      

세상 물정에 밝은 

(현실적인) Down-to-

earth 

     

건전한 Wholesome      

발랄한 Cheerful      

매력적인 Charming      

대담한 Daring      

기백이 넘치는 Spirited      

진실한 (진심 어린) 

Honest 

     

창의적인 (독특한) 

Imaginative 

     

최신의 Up-to-date      

믿을만한 Reliable      

지적인 Intelligent      

강인한 Tough      

성공한 Successful      

옥외 활동을 좋아하는 

Outdoorsy 

     

 

문6-1. 다음은 브랜드 [SQ5 선택보기 제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들 입니다. 최근 1년간의 브랜드 [SQ5 선택보기 제시]에 관련된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장에 귀하가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는 매우 동의한다 입니다.  

 1 2 3 4 5 

[SQ5 선택보기 제시]는 돈을 들일 가치가 있다.      

가격, 시간, 그리고 노력 등을 모두 고려할 때, [SQ5 

선택보기 제시]는 좋은 구매이다.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SQ5 

선택보기 제시]는 돈에 비하여 좋은 가치를 가진다. 
     

내가 [SQ5 선택보기 제시]를 사용할 때, 나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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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가치를 얻는 느낌이 든다.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SQ5 

선택보기 제시]는 매우 높은 질을 가진다.  
     

[SQ5 선택보기 제시]는 비슷한 가격대의 상품군 

내에서는 최고의 브랜드이다. 
     

[SQ5 선택보기 제시]는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들 보다 항상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제품을 

제안한다. 

     

나는 항상 [SQ5 선택보기 제시]를 지속적으로 높은 

질의 상품을 가진 브랜드라고 간주할 수 있다. 

     

나는 [SQ5 선택보기 제시]를 사용할 때 기분이 좋다.      

[SQ5 선택보기 제시]는 나를 행복하게 한다.      

 

문6-2. 다음은 브랜드 [SQ5 선택보기 제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들 입니다. 최근 1년간의 브랜드 [SQ5 선택보기 제시]에 관련된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장에 귀하가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는 매우 동의한다 입니다. 

[동일 척도 응답시, 경고창 제시] 

 1 2 3 4 5 

[SQ5 선택보기 제시]는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나는 [SQ5 선택보기 제시]에 몰입되어 있다.      

나는 [SQ5 선택보기 제시]에 충성하고 있다고 

느낀다. 
     

[SQ5 선택보기 제시]가 사기 쉽지 않을 경우라도, 

나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구매하고자 할 것이다. 
     

나는 [SQ5 선택보기 제시]의 고객으로 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의지가 있다. 
     

나는 다음 번에 비슷한 가격대의 의류를 구매하고자 

할 때도, [SQ5 선택보기 제시]를 구매할 것이다. 
     

나는 [SQ5 선택보기 제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자 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SQ5 선택보기 제시]를 꼭 

구매해야 한다고 추천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SQ5 선택보기 제시]를 추천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나의 [SQ5 

선택보기 제시]와 관련된 경험을 말할 수 있다. 

     

 

문7. 다음은 귀하의 성향과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주어진 문장들을 잘 읽고 

얼마나 동의하는지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현재의 직업은 무시하시고,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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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직업을 고를 때, 아래의 조건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나의 개인적 삶과 혹은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나의 

의견을 듣는다. 
     

고용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에 의해 존경 받을 만한 직업이다.      

내가 존경할 만한 직속상관을 가지고 있다.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문8. 다음의 문장을 읽고 본인의 의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1 2 3 4 5 

나의 사적인 생활에서 친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중요하다.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결과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의 사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쓰지 

않는 근검절약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라도 한 명의 직원이 두 명의 상관을 

동시에 가지는 조직 구조는 피해야만 한다. 
     

 

문9. 귀하는 한국의 시민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요?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매우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조금 

자랑스럽다 

꽤 

자랑스럽다 

매우 

자랑스럽다 

     

 

문10. 귀하의 경험상, 사람들은 그들의 상사 (학생이라면 선생님)에게 반박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두려워합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때때로 대개 항상 

     

 

문11-1.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약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그 브랜드 

제품은 나에게 조금 더 가치 있다. 
     

진짜 한국인은 항상 한국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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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높은 지위를 가진 브랜드의 신제품에 흥미가 있다.      

한국의 경제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은 외국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나에게 비용이 들더라도, 나는 한국 제품을 

지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나는 브랜드가 높음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다. 
     

외국 브랜드를 구매하는 한국 고객들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뺏기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브랜드의 높은 지위는 나와는 상관없다.      

 

문11-2.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외국이 우리의 부를 빼앗아 가게 두지 말고 우리는 한국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없는 제품들만 

외국브랜드에서 구매해야 한다. 
     

한국브랜드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들만 수입되어야 한다.      

나는 브랜드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다. 
     

외국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은 한국인답지 않다.      

외국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은 한국인에게서 일자리를 뺏기 

때문에 옳지 않다. 
     

한국 제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최고이다.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미만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DQ2.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 미혼    ② 기혼 

DQ3. 실례지만 귀하의 가족 전체가 월평균 벌어들이는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보너스, 이자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① 없음    ② 99만원 이하 

③ 100만원~199만원  ④ 200만원~299만원 

⑤ 300만원~399만원  ⑥ 400만원~499만원 

⑦ 500만원~599만원  ⑧ 600만원~699만원 

⑨ 700만원~799만원  ⑩ 800만원~899만원 

⑪ 900만원~999만원  ⑫ 1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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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4. 귀하가 패션 소품 또는 의류 구매를 위해 지출하는 월 평균 소비 금액은 

얼마이신가요?  

_______________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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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설문지> 

 

SQ1. 您的性别是什么？  

 男  结束       ② 女 

SQ2. 您的年龄？ 

      ______________________岁  20岁以下或者40岁以上结束问卷。 

SQ3. 您现在所居住的地方是哪里？ 

1)北京 2）上海 3）其他城市—〉out 

SQ4.在下列服装品牌中，请选择在近一年内，您最后一次购买过的品牌 

①  ZARA  ② H&M ③ Only 

④ GAP-> 结⑤ UNIQLO-> 结束 ⑥ 无可选择的选项  结束 

SQ4-1. (提示SQ4所选择的选项) 对于您在上面选择的品牌，是否有在网上购买过

得经验？  

①有     ② 没有 

SQ4_2. (提示SQ4所选择的选项) 您在上面所选择的品牌是哪个国家的品牌？ 

①丹麦   ②日本   ③美国 

④瑞典   ⑤西班牙      ⑥ 韩国 

⑦不知道   ⑧ 不知道  结束 

SQ5. 在下列服装品牌中，请选择在近一年内，您最后一次购买过的品牌。 

① STYLE NANDA          ② MIND BRIGDE       ③ ROEM 

④ SPAO                 ⑤ MIXXO            ⑥ CHERRY KOKO(樱桃

可可) 

⑦ SZ (STYLE BY SHEZ)   ⑧ ON&ON              ⑨ 若无选项  结束

SQ5_1. (提示SQ5所选择的选项) 对于您在上面选择的品牌，是否有在网上购买过

得经验？  

① 有    ② 没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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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5_2. (提示SQ5所选择的选项)您在上面所选择的品牌是哪个国家的品牌？ 

① 丹麦  ② 日本 ③ 美国 

④ 瑞典 ⑤ 西班牙 ⑥ 韩国 ⑦ 不知道 

 

 

 

 

 

Q.您所提供的年龄及个人信息仅为统计分析和数据质量验证管理使用。被收集的个

人信息可受个人信息保护法第30条的保护。您是否同意对个人信息收集及统计处理

使用？ 

1)  同意                  2) 不同意 

问题1. 以下为您在最近一年内购买过的品牌经验相关的问题。 

问题1_1. 请问下列选项中，哪一个最接近您访问[SQ4선택브랜드 제시]的频度? 

（包括实体店和网店） 

1) 几乎每天都访问。 

2) 3，4日内访问一次以上 

3) 一周访问一次以上 

4) 一个月访问两次以上。 

5)  一个月访问一次以上  

6) 两个月访问一次以上  

7) 三个月访问一次以上  

8) 6个月访问一次以上  

9) 一年访问一次以上  

10) 几乎不访问 

 

问题1_2. 在近一年内平均购买过几次[提示SQ4所选择的选项] （包括实体店和网

店）？根据您的记忆请填写。____次 

本研究是为了调查品牌个性，及其效果，仅用于博士学位论文及后续研究等

目的使用。有关疑问点请于下面的研究员联系即可，感谢您的支持! 

首尔大学 服装学科博士课程 杨秀珍（mori0419@naver.com） 

mailto:mori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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问题1_3. 在近一年内您在[提示SQ4所选择的选项] 店（包括实体店和网店）平均

一次消费多少钱？根据您的记忆请填写平均金额。_________人民币 [RANGE: 

100~60000] 

 

问题2. 以下为说明[提示SQ4所选择的选项] 品牌的单词。您是否认同用下列单词

说明[提示SQ4所选择的选项] 品牌，根据认同程度选择数字表示。 

 

完全无法说明 无法说明 
普

通 

能

够

简

单

说

明 

完全能够说明 

Upper class 

上流社会 
     

Down-to-earth 

现实的 
     

Wholesome 健康的      

Cheerful 活泼的      

Charming 迷人的      

Daring 勇敢的      

Spirited 生机勃勃的      

Honest 真诚的      

Imaginative 

富于想象的 

     

Up-to-date 现代的      

Reliable 可靠的      

Intelligent 智能的      

Tough 结实的      

Successful 成功的      

Outdoorsy 户外的       

 

问题3-1. 接下来问题是对[提示SQ4所选择的选项] 品牌的您的看法。根据最近一

年间您购买[提示SQ4所选择的选项] 的经验请选择根据认同程度选择数字表示。 

 

完全

不赞

同 

不赞同 普通 赞同 非常同意 

[提示SQ4所选择的选项] 值得我去花钱。      

我可以向别人推荐[提示SQ4所选择的选

项] 。  
     

与同价位的同类其他品牌相比[提示SQ4所

选择的选项] 的性价比较高。 
     

我热衷于[提示SQ4所选择的选项] 。       

我会尽可能的向别人推荐一定购买[提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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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4所选择的选项] 。  

[提示SQ4所选择的选项] 在类似价位的商

品圈内是最好的品牌 
     

[提示SQ4所选择的选项] 比类似价位的其

他品牌提供更好的性价比 
     

我认为[提示SQ4所选择的选项]是持续提

供高品质的品牌 

     

我在使用[提示SQ4所选择的选项] 时感觉

到心情愉快 

     

[提示SQ4所选择的选项] 使我幸福      

 

问题3-2. 接下来问题是对[提示SQ4所选择的选项] 品牌的您的看法。根据最近一

年间您购买 [提示SQ4所选择的选项] 的经验请选择根据认同程度选择数字表示。 

 完全不

赞同 

不 赞

同 
普通 赞同 非常同意 

使用[提示SQ4所选择的选项] 时我觉得获得钱的

价值。 
     

[提示SQ4所选择的选项] 给我愉快。       

我对[提示SQ4所选择的选项] 有一种忠诚的感

觉。 I 
     

即使[提示SQ4所选择的选项] 很难买到，我还会

选择持续的购买。  
     

我为了一直做[提示SQ4所选择的选项] 的顾客，

宁走稍微更远的路也会去[提示SQ4所选择的选

项] 。  

     

[提示SQ4所选择的选项]使我很幸福。      

我以后会继续在[提示SQ4所选择的选项]] 购

买。 

     

[ 提 示 SQ4 所 选 择 的 选 项 ] 

在同价位品牌中能够推出更高性能的产品。 

     

考虑到价格、时间和努力方面[提示SQ4所选择的

选项] 是不错的购买选择。 

     

我能跟别人直接说关于我购买[提示SQ4所选择的

选项] 的经验。 

     

 

问题4. 以下为您在最近一年内购买过的品牌经验相关的问题。 

问题4_1. 请问下列选项中，哪一个最接近您访问[SQ5선택브랜드 

제시]的频度？（包括实体店和网店）  

1) 几乎每天都访问。 

2) 3，4日内访问一次以上 

3) 一周访问一次以上 

4) 一个月访问两次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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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一个月访问一次以上  

6) 两个月访问一次以上  

7) 三个月访问一次以上  

8) 6个月访问一次以上  

9) 一年访问一次以上  

10) 几乎不访问 

问题4_3. 在近一年内平均购买过几次[提示SQ5所选择的选项] 包括实体店和网

店）？根据您的记忆请填写。____次 

问题4_4. 在近一年内您在[提示SQ5所选择的选项] 店（包括实体店和网店）平均

一次消费多少钱？根据您的记忆请填写平均金额。_________人民币[RANGE: 

100~60000] 

问题5. 以下为说明[提示SQ5所选择的选项] 品牌的单词。您是否认同用下列单词

说明[提示SQ5所选择的选项]  品牌，根据认同程度选择数字表示。 

 完全无法说明 无法说明 普通 

能 够

简 单

说明 

完全能

够说明 

Upper class 上流社会      

Down-to-earth 

现实的 
     

Wholesome 健康的      

Cheerful 活泼的      

Charming 迷人的      

Daring 勇敢的      

Spirited 生机勃勃的      

Honest 真诚的      

Imaginative 

富于想象的 

     

Up-to-date 现代的      

Reliable 可靠的      

Intelligent 智能的      

Tough 结实的      

Successful 成功的      

Outdoorsy 户外的       

 

问题6-1. 接下来问题是对[提示SQ5所选择的选项] 品牌的您的看法。根据最近一

年间您购买[提示SQ5所选择的选项]  的经验请选择根据认同程度选择数字表示。 

 完全不赞同 不赞同 普通 赞同 非常同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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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示SQ5所选择的选项] 值得我去花钱。      

我可以向别人推荐[提示SQ5所选择的选项] 。       

与同价位的同类其他品牌相比[提示SQ5所选择的

选项] 的性价比较高。 
     

我热衷于[提示SQ5所选择的选项] 。       

我会尽可能的向别人推荐一定购买[提示SQ5所选

择的选项] 。  
     

[提示SQ5所选择的选项] 在类似价位的商品圈内

是最好的品牌 
     

[提示SQ5所选择的选项] 比类似价位的其他品牌

提供更好的性价比 
     

我认为[提示SQ5所选择的选项]是持续提供高品

质的品牌 

     

我在使用[提示SQ5所选择的选项] 时感觉到心情

愉快 

     

[提示SQ5所选择的选项] 使我幸福      

 

问题6-2. 接下来问题是对[提示SQ5所选择的选项] 品牌的您的看法。根据最近一

年间您购买[提示SQ5所选择的选项] 的经验请选择根据认同程度选择数字表示。 

 完 全

不 赞

同 

不

赞

同 

普通 赞同 非常同意 

使用[提示SQ5所选择的选项] 时我觉得获得

钱的价值。 
     

[提示SQ5所选择的选项] 给我愉快。       

我对[提示SQ5所选择的选项] 有一种忠诚的

感觉。 I 
     

即使[提示SQ5所选择的选项] 很难买到，我

还会选择持续的购买。  
     

我为了一直做[提示SQ5所选择的选项] 的顾

客，宁走稍微更远的路也会去[提示SQ5所选

择的选项] 。  

     

[提示SQ5所选择的选项] 使我很幸福      

我以后会继续在[提示SQ5所选择的选项] 购

买。 

     

[ 提 示 SQ5 所 选 择 的 选 项 ] 

在同价位品牌中能够推出更高性能的产品。 

     

考虑到价格、时间和努力方面[提示SQ5所选

择的选项]  是不错的购买选择。 

     

我能跟别人直接说关于我购买[提示SQ5所选

择的选项] 的经验。 

     

 

问题7. 下列是有关您的倾向和意见的问题，请阅读下面文章并根据您赞同的程度给

与标识。 在不考虑当前工作的情况下（如果您有的话），请您设想一个理想的工作。

在选择理想工作时，下列各项对您的重要程度是：（请在每行圈出一个答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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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 重 要

或 完 全

不重要 

不 太 重

要 

一 般 重

要 
很重要 最重要 

为个人生活或家庭生活留有充足的

时间 
     

当上司的决定涉及到您的工作时，

他会咨询您的意见                             
     

工作稳定有保障      

该工作受到您的朋友和家人的尊重      

一个让您尊敬的老板（直接上司）      

有趣的工作内容      

 

问题8.在您的私人生活中，对于下列各项对您的重要程度，请选择您多大程度上同

意选项内容：（请在每行圈出一个答案）  

 强 烈 反

对 
反对 不确定 同意 

非 常 同

意 

帮助朋友，慷慨大方      

持续的努力是取得好结果最可靠的

方式 
     

节俭 (除必要花销外，不多花钱)      

无论如何都要避免一个组织中 有两

个领头人 
     

 

问题9. 作为中国公民，您感到自豪吗? 

一点也不自豪 不太自豪 有些自豪 自豪 很自豪 

     

 

问题10. 据您的经验，下属是否经常害怕与上司争论（或者学生与老师争论）? 

从不害怕 很少害怕 有时害怕 经常害怕 总是害怕 

     

 

问题11-1. 下列是有关您的倾向和意见的问题，请阅读下面文章并根据您赞同的程

度给与标识。 

 强

烈

反

对 

反

对 

不

确

定 

同

意 

非

常

同

意 

我认为像名牌产品一样有表现效果的品牌对我更有价值。       

真正的中国人始终购买国产货。      

我对地位高的品牌的新产品很感兴趣。      

中国人不应该购买国外产品，这样会导致中国经济和就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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问题。  

即使花费我长期的费用，我宁愿支持国产货。      

因为品牌地位高所以我将购买。       

购买外国产品的中国顾客对中国就业率问题有责任。       

品牌的地位和我无关。      

 

问题11-2. 下列是有关您的倾向和意见的问题，请阅读下面文章并根据您赞同的程

度给与标识。 

 强烈反

对 
反对 不确定 同意 

非常同

意 

不能让外国赚取中国的财富，我们要

购买国产货。 
     

只有在国内无法购买的产品可在外国

品牌中购买。  
     

只有那些在中国难以获得的产品才应

该进口。  
     

如果有较高的品牌地位，我愿意付出

更多的钱。 
     

购买海外产品的不是像样的中国人。       

购买海外产品会抢夺中国人的就业机

会，因此这么做是不对的。 
     

中国产品始终是最好的。       

 

DQ1. 您最终的学历是什么？ 

①高中以下 ②高中毕业 ③大学毕业 ④ 研究生及以上毕业 

DQ2. 您是否结婚？ 

① 未婚 

② 已婚 

DQ3. 

您的家庭月均收入有多少？包括奖金,利息,住房租金收入等所有可能的收入。 

① 3,000 人民币 以下  

② 3,000 人民币 ~ 5,999 人民币   

③ 6,000 人民币 ~ 8,999 人民币 

④ 9,000 人民币 ~ 11,999 人民币 

⑤ 12,000 人民币 ~ 14,999 人民币 

⑥ 15,000 人民币 ~ 17,999 人民币 

⑦ 18,000 人民币 ~ 20,999 人民币 

⑧ 21,000 人民币 ~ 23,999 人民币 

⑨ 24,000 人民币 ~ 26,999 人民币 

⑩ 27,000 人民币 ~ 29,999 人民币 



 

１９７ 

⑪ 30,000 人民币 以上 

 

DQ7. 您在时尚装饰品及服装上消费的月均金额为多少？ _______________元 

  



 

１９８ 

Abstract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brand personality perception 

toward middle-low priced fashion brands and the effects 

 
Su Jin Yang 

Departmen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hinese fashion market, which has typically been dominated by luxury brands, 

is expanding more into mid- to low-end fashion brands including global SPA brands. 

This change in the Chinese fashion market is due to the growth of the middle class 

in China. The advance of the Chinese middle class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wages of large city workers is improv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dustries, particularly IT.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itiated an anti-

corruption movement, which has led to the prohibition of luxury goods consumption, 

and so the interest of Chinese potential fashion consumers has moved to the mid-to 

low-end fashion products imported from developed countries. In addition, young 

Chinese consumers' positive attitude toward online shopping is favorable for foreign 

mid-to low-end brands. These changes in the tastes of Chinese fashion consumers 

are favorable for Korean fashion brands in particular for several reasons. First, the 

Korean fashion industry does not have a history of producing luxury brands, but does 

produce many good mid- to low-end fashion brands. In addition, Chinese tend to 

consider Korean fashion and food culture as more developed and preferable due to 

the success of the Korean wave. Lastly, it is easy for Korean practitioners to offer 

online shopping and customer service.  

The emergence of mid- to low-end fashion brands started in Korea in the late 

2000s when global SPA brands entered the market. Unlike Korea's soho brands, 

which are based on the "No-brand" strategy, global SPA brands have actually shaken 

up the market by offering reasonable prices for Korean domestic brand products that 

are of similar quality. Since then, Korean consumers’ willingness to pay for clothing 

has been reduced even further in the Korean market even though the low-growth 

trend in the economy has stabilized. So,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and stud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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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tendency for low and mid-priced fashion brands among both Chinese 

and Korean consum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Chinese 

and Korean consumers perceive the personality of mid- and low-priced fashion 

brands and how such personality affects brand loyalty, commitment, and perceived 

quality. 

Brand personality is a vital area of research since fashion products are a type of 

consumer good that is consumed by users close to the body and which can express 

the self and the personality to others.  Aaker (1997) developed a brand personality 

measurement scale consisting of five dimensions which many researchers have used 

in exploring the brand personality dimension in various industries. In the study of 

fashion in particular, the dimension of brand personality has been explored and its 

effects have been analyzed. However, most of the research has focused on luxury or 

high priced brands. Also, the research has not compared cultures such as China and 

Korea in this regard.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how Chinese and Korean 

consumers perceive some of the mid- to low-end priced brands originating in Europe 

and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d dividing loyalty into attitudinal and 

behavioral aspects as the effect of brand personality. Finally, this study took into 

consideration that China and Korea are emerging economies. It introduces as 

moderating variables the influence of ethnocentrism as well as status consumption 

tendency, which are known to affect consumer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global 

brands. 

For the theoretical background, we first examined the recent research on the 

global fashion brand consumption of Chinese consumer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brand personality research on mid-  and low-priced fashion brands and 

summarizes previous studies on brand personality scale and multidimensional 

structure. In addition, the concepts of brand commitment, perceived quality, and 

brand loyalty, which are expected to be influenced by brand personality, are 

summarized. La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brand personality and 

multidimensionality was examined.  

In order to conduct quantitative research, this study adopted scales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to measure the variables used in the research model. A 

professional online research company conducted the survey, which was design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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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dministered only to potential consumers of mid-and low-priced fashion brands 

who had purchased one or both European and Korean brands which were suggested 

in the survey. Also, gender (female), residential area (Seoul, Beijing, Shanghai), and 

age (21-39 years old) were controlled for. In this research, the European origin brand 

was the global SPA (Zara, H & M, ONLY), and there were eight Korean brands, 

including “Style Nanda,” which is popular in China. The data collected on the 250 

Korean and 250 Chinese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statistical package SPSS 

20.0 and AMOS 20.0. 

The brand personality dimension was explored using factor analysis that 

applied Oblimin rotation based on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assuming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brand personality dimensions. As expected, the 

countries showed different levels of brand personality. Korea was found to reflect 

“professionalism, trendy, sincerity, and robustness” while China was found to reflect 

“professionalism, trendy, and sincerity.” These were confirm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OVA on the brand personality dimensions based 

on brand origin, that is, European or Korean, Korean consumers perceived a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brand personality for Korean originated brands than for 

European brands, whereas Chinese consumers perceived Korean brands as not being 

much different from European brands.  

Based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multidimensional brand personality on loyalty, commitment, and perceived quality. 

In the case of Korean consumers, professionalism enhanced brand commitment, 

sincerity and professionalism enhanced perceived quality, and trendy enhanced 

attitudinal loyalty. However, professionalism has been shown to negatively influence 

attitudinal as well as behavioral loyalty, which suggests that luxurious images 

influence consumers to perceive prices as being higher than expected, impeding 

loyal behavior and attitude toward mid- and low-priced fashion brands. However, it 

can be seen that perceived quality and commitment, which are enhanced by 

professionalism, had a positive effect on attitudinal and behavioral loyalty, thus 

indirectly having a positive effect. In the case of Chinese participants, sincerity 

revealed no significant effect, but only trendy had a direct and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quality, commitment, and attitudinal loyalty. However, brand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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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no effect on behavioral loyalty. Finally, the moderating effect of ethnocentrism 

and status consumption tendency was verified by a chi-squared difference test. As a 

result, the effect of brand personality on attitude loyalty and brand commitment 

chang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thnocentrism, but status consumption tendency 

may control only the effect of brand personality on commitment. 

In this study, the level of mid-and low-priced fashion brand personality that 

Chinese and Korean consumers perceived was reflected by professionalism, trendy, 

and sincerity, but the effect of brand personality dimension was different. In addition, 

the variables that determine brand personality differ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ethnocentrism and status consumption tendency, and the effec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tudy of brand personality and the Chinese 

fashion market by comparing the conceptual model of the consumption behavior of 

Chinese and Korean consumers in relation to the mid and low-priced fashion brands 

and brand awareness formation. In particular, the research revealed differenc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consumers, suggesting different approaches for Korean 

fashion practitioners who are planning on entering China, which is not only similar 

to Korea but also familiar to Korean practitioners 

 

keywords : brand personality, Chinese consumers, mid- and low-priced 

brand, brand commitment, perceived quality, attitudinal loyalty, behavioral 

loyalty, brand origin, ethnocentrism 

Student Number : 2004-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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